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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Internet of Things) is a collective term referring to application services that provide information through 

sensors/devices connected to the internet. The real world application of IoT is expanding fast along with growing 

number of sensors/devices. However, since IoT application relies on vertical combination of sensors/devices networks, 

information sharing within IoT services remains unresolved challenge. Consequently, IoT sensors/devices demand high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sts, rendering the creation of new IoT services potentially expensive. One solution 

is to launch an IoT open market for information sharing similar to that of App Store for smart-phones. Doing so will 

efficiently allow novel IoT services to emerge across various industries, because developers can purchase licenses to 

access IoT resources directly via an open market. Sharing IoT resource information through an open market will create 

an echo-system conducive for easy utilization of resources and communication between IoT service providers, resource 

owners, and developers. This paper proposes the new business model of IoT open market for information sharing, 

and the requirements for ensuring security and standardization of open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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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9년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

tion)에 연결된 모든 기기들에 EPC(Electronic Pro-

duct Code)를 부여하여 기기인식을 시작으로 

기 IoT 개념이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M2M(Ma-

chine to Machine)으로 확장되었다(Chang et al., 

2012; Conti, 2006). 일반 으로 M2M과 IoT를 혼

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M2M은 하나

의 기술을 지칭하는 것이고 IoT는 환경이며 서비

스라 할 수 있다. 즉 M2M 기술기반이 서비스형

태로 변환된 것이 IoT이다(Lee et al., 2016). 

차 스마트자원(기기  센서)들이 통신네트워크에 

속되어 짐에 따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신에서 

사람과 기기 는 기기간(Machine to Machine)의 

통신으로 발 되어 가고 있다. iBeacon과 Nearby 

등으로 변되는 치기반 IoT 서비스인 O2O(On-

line to Offline)를 로들 수 있다(Kim et al., 2015). 

한 력 무선센서를 이용한 야생군락 생태계

를 모니터링 하는 등 다양한 IoT 응용분야가 활용

된 도 있다(Kim et al., 2015). 5년 안에 200억 

내지 500억 자원들이 통신 네트워크에 속될 것

으로 상되며, IoT라는 기술환경하에서 새로운 사

회  기   비즈니스 형태가 나타나는 등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TM Forum, 

2016). IoT 개념은 IoT 자원에서 정보수집부터 가

공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 트웨어 랫폼까

지 확 되고, 정보를 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Uckelmann et 

al., 2011). IoT 용어를 사용할 때 개 세 가지 분

류로 사용된다. 첫 번째는 스마트기기들이 인터넷

에 속하여 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을 

구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IoT 자원(RFID, 센서 

 작동기기(Actuator), M2M 기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기술을 포함하며, 세 번째는 

IoT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열기 

한 기술을 포함한 서비스  응용 로그램을 포함

하는 것이다(Miorandi et al., 2012). 본 논문에서

는 모든 IoT 자원뿐만 아니라 응용 로그램과 서

비스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세 번째 IoT 개념을 

사용하 다.

이동통신 환경이 발 함에 따라 이동 인 사용

자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가 범

하게 발 해 온 것 같이 IoT 서비스 시장도 모바

일 폰의 발  경로와 유사하게 발 할 것이다(Lin 

and Chlamtac, 2000; Satyanarayanan, 1996). 모

든 일상생활 물건( 를 들면 가 제품, 자동차, 컵, 

자물쇠 등)들이 IoT 개념으로 연결된다면 IoT 

련된 응용 로그램과 서비스 시장이 상상이상으로 

크게 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 IoT 자

원들은 하나의 리개체(Administrative Entity)

하에 제어되는 수직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

용되는 IoT 랫폼도 개방성(Openness)이 보장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리객체가 IoT 자원으로

부터 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려워 다양하고 새로운 

IoT 서비스를 만들 때 IoT 자원 구축을 한 많

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만약 서로 다른 

응용서비스 로그램이 IoT 자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통된 개방성 ICT 랫폼을 사용하거

나, 다른 리객체에 있는 IoT 자원을 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거나 는 IoT 자원 정보에 

한 가공(Mining)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IoT 련된 비즈니스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Kim은 IoT 자원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IoT 자원 스토어(IoT Resource Store)오  마켓

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하 다(Kim, 2015). Kim 

의 IoT 자원스토어는 IoT 자원을 직  속할 수 

있는 IoT 자원 속권한을 매하는 것으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속할 경우 IoT 자원 속에 폭

주가 일어날 수 있으며 보안에도 취약할 수 있다. 

한 IoT 자원 소유자 입장에서는 IoT 자원의 모

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단 이 있다. 이를 보완

하기 한 방법은 IoT 자원 정보를 직  IoT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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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속을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Figure 2>

와 같이 정보서버를 통하여 얻는 것이다. 정보서

버는 하단의 IoT 자원의 직 속을 제한하고 사

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만을 제공해 다. IoT 자원 

스토어의 범 를 IoT 자원 정보서버 속 사용권

한을 매  구매할 수 있는 오  마켓 IoT 정보

공유 스토어(IoT Information Sharing Store) 개

념으로 확 한다면 IoT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선 

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모바일폰 시장에서 앱 스토어(Wikipedia, 

2016)는 모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던 이동통신사

업자 심의 모바일 비즈니스에서 제조사, CP(Con-

tent Provider), 개인개발자 등에게도 새로운 도

과 기회를 제시하 다. 애 과 구 이 앱 스토어 분

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만의 생태계

를 조성함으로서 사용자에게는 편리성을 개발자에

게는 개발환경과 매환경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서 많은 사용자와 개발자가 모이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IoT 

분야에서도 IoT 자원 정보사용권한을 매  구매

할 수 있는 오  마켓을 통하여, IoT 비즈니스 생

태계 패러다임을 IoT 자원 심의 서비스에서 IoT 

정보 심의 서비스로 변화하여, 산업간 융합정보

(제조, 에 지, 통신, 유통, 의료 등)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oT 정보공유 스토어에 한 개

념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 다. 제 2장에서는 IoT 서비스 개념을 서술

하고, 제 3장에서는 IoT 정보공유 스토어에 한 

역할과 앱 스토어와 차이 을 설명하고, IoT 정보

공유 스토어 활성화에 필요한 표 화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보안에 하여 기술하 다. 

제 4장에서는 IoT 정보공유 스토어에 한 기능과 

구성을 기술하 으며, 제 5장에서는 IoT 정보공유 

스토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응용서비스가 가능한 시

나리오에 한 시를 보여주었다.

2. IoT 서비스 개념 

IoT는 ICT 분야의 기술발 에 있어서 주된 흐

름으로 나타나고 있다(Atzori et al., 2010). 스마

트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개념은 기존의 컴퓨터 네트워크  서비스 제

공이라는 보다는 스마트기기, 시스템, 서비스, 

사용자 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르다.

스마트기기 에서 IoT는 스마트기기 상호간 

는 사용자  다른 리개체와 네트워크를 형

성하기 하여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Unique Identifier), 통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상호연결 능력이 스마트기기에 필요하다. 그 밖에 

가장 요한 능력은 물리 인 상( 를 들면 온

도, 빛, 자기장, 방사능 등)을 탐지하고, 그 결과를 

작동기(Actuator) 는 시스템에 달하는 것이다

(Akyildiz and Kasimoglu, 2004). IoT는 실세

계에 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개체로 일

일 통신보다는 데이터와 정보에 더 심을 가지

고 있다.

시스템 에서 IoT는 정보를 생산하고 사용

하는 수많은 스마트기기들로 구성된 동 인 분산

시스템으로 생각할 수 있다. 스마트기기들의 이동

에 따라 상치 못한 형태로 자가 네트워크(Ad Hoc 

Network)를 구성하는 동 인 네트워크에서 확장

성(scalability)을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

서비스 에서 IoT는 스마트기기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능  정보를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Guinard et al., 2010). 다

양한 이질 인(Heterogeneous) 스마트기기들을 통

합 리하기 해서는 스마트기기에 한 표 화

와 함께 잘 인식할 수 있는 구조와 방법이 필요하

다. 한 사용자에게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끊임없는 정보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

요하다.

사용자 에서 IoT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사

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항상 제공하는(Always 

responsive) 서비스로, 재 일반 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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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onceptual Frame of IoT Service

웹에서의 항상 온라인(Always on) 서비스보다 더 

발 된 형태로 볼 수 있다. 

IoT는 스마트기기들의 발 에 따라 웹기반 서

비스를 한 SOA(Service Oriented Architec-

ture)와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근거하여 발 할 것

으로 상한다(Miorandi et al., 2012). 시스템

에서 IoT 서비스 구성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마트기기로부터 정보를 얻어 클라우드

(Cloud) 랫폼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응용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으로 <Figure 1>과 같은 세 개의 

계층 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Gubbi et al., 2013). 

첫 번째 계층은 무선 스마트기기 는 센서 네트

워크로부터 실제 인 환경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

는 자원들로 구성되며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정보를 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두 번째 

계층은 첫 번째 계층에서 획득한 정보를 가공하기 

한 것으로 클라우드 컴퓨 에 해당하는 서비스

랫폼, 장, 데이터처리, visualization 등이 해당

된다. 세 번째 계층은 실제 다양한 응용분야(의료, 

교통, 보안, 제조 등)에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

는 응용 로그램 역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계층

에서 IoT 자원 정보를 공유한다면 세 번째 응용

로그램 역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으로 IoT 정보 공유문제는 IoT를 구성

하는 기술 인 문제 즉 다양한 IoT 환경을 고려

한 통합 랫폼 소 트구조, IoT 기기  센서 표

화, IoT 기반환경(제도 포함)등으로 생각하여 

왔다. Gubbi의 <Figure 1>과 같은 IoT 서비스

를 한 시스템구조가 표 화 된다면 IoT 정보 공

유는 기술 으로 쉽게 이루어 질 것이다. IoT 센

서 표 화를 해서는 IETF(Internet Enginee-

ring Task Force), OMA(Open Mobile Alliance), 

openM2M이 활동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를 구성하

기 한 공유 임을 사용하여 IoT 기반환경 조

성에 한 연구도 있다(Schaffers et al., 2011). 본 

논문에서는 IoT 정보공유 문제를 오  마켓인 스

토어를 도입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근하 다. 

IoT 서비스를 한 응용 로그램은 애  앱 스

토어 는 구  이스토어 등과 같은 모바일 

앱 스토어 오  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특정 그

룹을 한 IoT 서비스 응용 로그램은 특정그룹서

버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앱 스토어에

서 IoT 서비스 응용 로그램을 매  구매하여 

IoT 서비스가 제공되는 생태계 과정은 <Figure 2>

와 같다. 개발자는 IoT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

용자에게 매할 수 있도록 응용 로그램을 앱 스

토어에 등록하고 사용자가 이를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매 을 받아 이익을 창출한다. 사용자는 

앱 스토어에서 필요로 하는 IoT 서비스 응용 로

그램 구매를 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자 스마트

기기(스마트 폰, 스마트 TV, 태블릿 등)에 응용

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한다. 사용자가 구매

한 응용 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제공 서버(Information 

Server)를 통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된 IoT 자원으

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가공하여 사용

자에게 요청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정

보제공 서버는 스마트기기의 응용 로그램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응용 로그램 서버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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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oT Resource Information Sharing among Applications

IoT 자원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이트웨이 서

버(Gateway Server)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

하 다. 

<Figure 2> The Overview of IoT Service Operation 

<Figure 2>의 IoT 자원과 네트워크는 <Figure 

1>의 첫 번째 계층에 해당되며, 응용 로그램을 

한 서버는 데이터 가공에 필요한 미들웨어 랫

폼이 탑재된 두 번째 계층이고, 사용자 응용 로

그램은 세 번째 계층이다. 만약 하나의 응용 로

그램이 IoT 자원과 수직  결합으로 <Figure 1>

에서 보여 주는 3 계층이 폐쇄 이면 다른 응용

로그램은 IoT 자원을 근하기가 어려워 IoT 자

원의 정보 공유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Figure 1>

의 계층 간에 개방성을 도입하여 IoT 서비스 응용

로그램들 간에 서로 다른 IoT 자원 정보를 공유

한다면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가 생성될 수 있다. 

계층 간의 개방성이 보장된 IoT 자원 정보를 얻기 

해서는 계층 간의 표 화가 필요하다. 

<Figure 3>과 같이 여러 응용 로그램 는 다

른 정보제공 서버에서 IoT 자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IoT 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어 비

용뿐만 아니라 IoT 서비스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 각 산업분야에서 이미 구축

된 IoT 자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산업간 융합

서비스도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분야에서 앱 스토어가 응용 로그램 개

발자와 사용자에게 새로운 생태계 오  마켓을 제

공했듯이 IoT 자원 정보 공유를 한 가칭 “IoT 

정보공유 스토어”오  마켓이 있다면 IoT 자원 정

보를 매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서

비스를 개발하려는 개발자에게 새로운 생태계를 

제공할 것이다.

3. IoT 정보공유 스토어

IoT 정보공유 스토어는 <Figure 4>와 같이 IoT 

자원 정보 사용권한을 IoT 정보공유 스토어에 등

록하여 IoT 자원 정보 소유자와 IoT 자원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응용 로그램 개발자)사이에 

IoT 자원 정보 사용권한을 매  구매를 할 수 

있는 오  마켓이다

3.1 IoT 정보공유 스토어  개념. 

IoT 자원 정보가 필요한 사용자는 IoT 정보공유 

스토어에 사용 을 지불하고 사용권한을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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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응용 로그램을 개발한다. IoT 자원 사용권한을 

매한 매사업자는 IoT 자원 정보 사용권한을 가

진 응용 로그램이 매사업자 소유의 IoT 자원 정

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응용 로그램은 

IoT 정보공유 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Figure 2>

에서와 같이 직  IoT 자원을 반 으로 리하는 

정보제공 서버(Information Server)를 통하여 IoT 

자원 정보를 얻는다. 직  IoT 자원을 속하여 정

보를 얻는 것보다 정보제공 서버를 통하는 이유는 

각각의 IoT 기기  센서 속에 따른 집  부하를 

분산하고, 보안  정보제공 표 화에 유리하기 때

문이다. 이미 정보제공 서버가 응용 로그램이 요구

하는 정보가 가지고 있다면 IoT 기기  센서에서 

정보를 얻지 않고도 응용 로그램에게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집 부하를 일 수 있다. 한 응용 로

그램과 정보제공 서버 사이에 필요한 정보만 표

화하고 정보제공 서버와 IoT 기기  센서는 캡슐화

(Capsulation)하여 최 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Figure 4> The Concept of IoT Information Sharing 
Store 

IoT 자원 정보 매사업자가 IoT 정보공유 스

토어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과 같다.

- IoT 자원 정보 내용

- IoT 자원 사용 인터페이스

- IoT 자원 사용 권한

- IoT 자원 사용 방법

- IoT 자원 테스트 방법

- IoT 자원 신뢰성 정보

- IoT 자원 성능 정보

- IoT 자원 품질 정보(QoS : Quality of Service)

- IoT 자원 SLA(Service Level Agreement) 정보

- 개인 정보 사용 동의 필요 여부

구매자는 IoT 정보공유 스토어에 등록된 IoT 자

원 정보 리스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한 IoT 

자원을 선정하여, 사용권한을 얻기 한 일정한 

액을 지불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로그램 개

발에 사용한다. 

IoT 정보공유 스토어는 앱 스토어와 <Table 1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 , 사용

자, 제공자, 사용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IoT Information 
Sharing Store

Application
Store

Buyer
Application 
Developer

Application
User

Distributor
IoT Resource
Owner

Application 
Developer

Objective
Develop
Application

Use
Application

Selling Item
IoT Resource  
License for Using 
Information

Application 
Software

<Table 1> Comparison of role between IoT Information 
Sharing Store and Application Store

IoT 정보공유 스토어에서 IoT 자원 정보 매사

업자는 IoT 자원소유자로서 IoT 련 서비스 응

용 로그램을 개발보다는 IoT 자원을 구축하고, 

리하여 응용 로그램 개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사업자이다. 한 IoT 인 라 자원

에 한 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정 이고, 효

율 인 IoT 자원 정보제공 서비스 산업을 발 시

킬 수 있을 것이다. IoT 자원 정보 구매자는 IoT 

자원 인 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IoT 자원 정보 

사용권한을 구매하여 IoT 련 서비스 응용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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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IoT 서비스에 필요한 인

라 자원을 직  구축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인 라 자원 구축규모가 

클수록 안 성, 효율성 등 문 인 인 라자원 

리가 필요하다. 필요한 IoT 자원 정보 사용권한

을 IoT 정보공유 스토어에서 구매하여 사용한다

면 신뢰성 있고, 안정 으로 구축된 인 라를 사

용하기 때문에 응용 로그램 개발단축에 따른 빠

른 서비스 제공으로 시 가 요구하는 응용서비스

에 신속 응할 수 있다. IoT 정보공유 스토어에

서 매되는 것은 IoT 자원을 이용하여 응용 로

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IoT 자원 사용권한과 

사용방법에 한 정보이다.  반면 앱 스토어는 스

마트 폰 응용 로그램을 매  구매 할 수 있는 

오  마켓으로서 구매자는 응용 로그램을 구매하

여 스마트 폰에서 응용 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고, 매사업자는 응용 로그램을 개발하여 매

수익을 얻고자 하는 개발자이다. 

IoT 정보공유 스토어와 앱 스토어의 차이는 구

매자가 구매한 내용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IoT 정

보공유 스토어 구매자는 응용 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목 이 있다면 앱 스토어 구매자는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응용 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IoT 정보공유 스토어와 앱 스토어

는 서로 경쟁하는 비즈니스 역이 아니라 서로 보

완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Figure 

5>와 같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Figur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IoT 자원 소유자

는 IoT 정보공유 스토어에 있어서 매사업자이지

만, 앱 스토어와는 계가 없다. 응용 로그램 개발

자는 IoT 정보공유 스토어에서 구매자이면서 앱 

스토어에서는 매사업자가 된다. 최종 응용 로그

램 사용자는 앱 스토어에서 구매자이지만 IoT 정

보공유 스토어와는 계가 없다. IoT 정보공유 스

토어는 응용 로그램 개발자들의 개발 환경 제공

과 련된 오  마켓이라 볼 수 있고, 앱 스토어는 

응용서비스 사용자들의 응용 로그램 구매 환경 

제공과 련된 오  마켓이라 할 수 있다.

<Figure 5> The Complementary Business Model of IoT 
Information Sharing Store and Application 
Store 

IoT 서비스 사용자가 응용 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자 스마트 폰에 탑재하여 사용하면 IoT 정보

공유 스토어  앱 스토어와 상 없이 응용 로그

램은 IoT 자원 정보 매사업자가 제공한 자원에 

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IoT 자원은 요

청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사용자는 원하

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IoT 자원에는 IoT 기기  센서뿐만 아니라 

<Figure 1>의 두 번째 계층에 해당하는 랫폼도 

포함할 수 있다. 응용 로그램 개발자는 <Figure 

6>과 같이 IoT 자원 정보서버뿐만 아니라 랫폼

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응용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Figure 6>에서 보듯이 정보제

공 서버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IoT 기기  센서

로부터 얻은 많은 데이터를 미들웨어 랫폼으로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달할 수 있

다. 개발자는 정보를 가공하는 기능을 개발하지 

않고도 응용 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다.

만약 IoT 자원에 한 정보공유 오  마켓인 

IoT 정보공유 스토어가 구축된다면 IoT 자원 정보

를 획득하기 한 인 라를 구축할 수 없는 소규모 

개발자도 쉽게 IoT 련 새로운 서비스를 쉽게 개

발할 수 있을 것이다. IoT 정보공유 스토어에 없는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부족한 자원만 구축하

여 응용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IoT 자원 정보 

매사업자는 IoT 자원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IoT 자원을 활용하고 남는 여유 자

원을 IoT 정보공유 스토어에 등록하여 다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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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Various Information Gathering Model

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매한다면 구축비용 감 

효과도 얻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창출될 

수 있다. 즉 IoT 자원 정보공유에 한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3.2 IoT 정보 달 표 화  보안

IoT 응용 로그램에 한 임워크에 있어서 

SOC(Service Oriented Computing)가 주된 역할

을 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Papazoglou, 2009).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를 가진 SOC

는 표 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개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며 분산구조에 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와 기술에서 상호 연결을 한 

많은 SOC는 웹 서비스(Web Service)에서 사용

하는 웹 기 의 로토콜인 http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IoT 정보공유 스토어는 사용권한을 가진 응

용 로그램이 등록된 IoT 자원부터 직  정보를 얻

는 것보다 정보제공 서버를 통하여 요청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정보제공 서버와 응용 로그램 사이에 

SOA가 구축되도록 SOC 개념을 도입한다. HTTP 

로토콜은 일반 으로 웹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되

는 로토콜이지만 데이터양이 많거나 실시간 

송이 필요한 IoT 자원 정보 달에 있어서는 성능

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IoT 정보공유 스

토어가 활성화되기까지는 HTTP 로토콜을 정보

달을 한 표  로토콜로 사용하고 차 IoT 

정보공유 스토어에 맞는 로토콜을 찾는 것이 바

람직하다. 

최근에 인터넷이 발 함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

안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안은 시스템 

단 에서 기 성(Confidentiality), 신빙성(Authen-

ticity)  사생활(Privacy)이 보장되어야 한다. RFID

로 이루어진 기의 IoT 서비스는 수직  결합으

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리주체의 보안 솔

루션으로 해결이 가능했지만 <Figure 1>과 같이 

계층별로 개방성이 있는 IoT 시스템에 있어서는 

계층별 결합에 따라 데이터 기 성, 사생활, 신뢰성

(Trust)이 보장된 보안 솔루션이 필요할 수 있다

(Miorandi et al., 2012). 데이터 기 성은 신빙성 

있는 객체만이 수집하고 변경한 데이터로서 안정

성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사생활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한 규칙에 한 것이다. 를 들면 병

원기록과 같은 개인에게 치명 이 될 수 있는 정

보 근방법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출 

방지를 한 통신 규칙이 해당된다. 신뢰성은 일

반 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자원 근에 

한 보안정책을 만족하는 자격증명(Credentials)과 

같은 것으로 리 사용된다(Blaze et al., 1996).

와 같은 IoT 정보보안에 하여 IoT 정보공

유 스토어에서는 기 성은 정보 매사업자가 보

장하고, 사생활은 IoT 정보를 사용하려는 개인의 

개인 정보사용 동의서를 이용하고, 신뢰성은 정보

제공 서버와 응용 로그램간의 정보교환 기술에 

보안정책을 반 하는 것이다. 를 들어 유치원에 

있는 자녀를 CCTV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유치원의 정보사용동의서가 필요할 것이다. 이

와 같이 개인정보사용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는 이

를 응용 로그램 개발자가 소 트웨어를 만들 때 

반 할 수 있도록 IoT 자원 정보 매사업자는 개

발방법(인터페이스 제공 는 개발방법론)을 개발

자에게 제공하며, 개발자는 소 트웨어 제작할 때 

반 하여 서비스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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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7> The Workflow of Agreement for Using 
Personal Information

<Figure 7>은 IoT 자원 정보 매사업자가 IoT 

자원 사용정보에 한 개인정보 사용동의서가 필

요한 경우 IoT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스 사용허가

를 받기 한 업무 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1. IoT 련 서비스 응용 로그램을 구매한 사용

자는 IoT 자원 개인정보를 리하는 사람 는 

기 에 개인정보 사용신청을 요청한다. 

2. 정보사용신청이 수된 기  는 사람은 요청

한 건에 하여 승인처리를 IoT 자원 정보 

매사업자의 정보제공 서버에 승인된 사용자 정

보를 입력한다. 

3. 정보제공 서버는 사용자 응용 로그램이 사용

할 정보제공 서버 속 ID를 응용 로그램 사

용자에게 메시지를 통하여 달한다.

4. 응용 로그램 사용자는 정보제공 서버 속이 

승인된 ID를 응용 로그램에 입력한다.

5. 정보제공 서버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는다.

IoT 자원 정보 매사업자는 개인정보 사용자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IoT 자원스토어에 개인정

보 사용동의 ID를 사용하는 차와 개발방법론을 

등록하고, IoT 자원 정보제공 서버에 <Figure 7>

과 같은 업무 차가 수행되도록 기능을 만들어서 

응용 로그램 개발자로 하여  소 트웨어 개발할 

때 반 하도록 한다.   

4. IoT 정보공유 스토어 기능  구성 

IoT 정보공유 스토어는 매사업자와 구매자가 

IoT 자원 정보를 서로 매와 구매를 할 수 있도

록 오  마켓을 지원하기 한 일종의 온라인 쇼

핑몰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이다. 오  마켓을 제공

하기 한 기능  구성,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다.

4.1 IoT 정보공유 스토어 기능

IoT 정보공유 스토어에 필요한 기능은 구매자가 

필요한 자원을 구매하기 한 구매자 기능, 자원 

정보 사용권한을 매하기 하여 자원 등록을 

한 매자 기능, IoT 정보공유 스토어를 운 하기 

한 운 기능, 등록될 자원 정보에 한 신뢰성

을 확인하기 한 검증 기능, 최 의 자원 정보 상

태를 유지하기 한 모니터링 기능 등으로 <Table 

2>에 기술하 다.

구매자가 필요한 기능은 구매자가 IoT 정보공

유 스토어에 등록된 매사업자 자원 정보를 검색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를 원하

는 자원 정보에 한 비용지불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구매자가 구매한 내역을 제공하며, 구매된 

자원 정보 획득방법(Interface, API, library 등)에 

한 정보제공  구매된 IoT 자원 정보를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한다. 한 구매자 커뮤니

티를 구성하여 구매자 상호간에 개발 정보를 공유

하는 것도 필요하다. 

매사업자가 필요한 기능은 매사업자가 IoT 

정보공유 스토어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 IoT 정

보공유 스토어에 자원 정보를 등록하여 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등록된 IoT 자원 정보의 가격

을 매사업자가 결정하여 자원 정보 리스트에 표

시하여 구매자가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한 

등록된 IoT 자원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사

용방법, 이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개발 랫폼, 라

이 러리 등을 구매한 구매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도 제공되어야 한다. 매사업자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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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Buyer

∙List Resource Information 
∙Search Resource Information
∙Buy Resource Information
∙List Purchase
∙Test Resource Information 
∙Show Interface API, SDK, Library and 
Usage Instruction 

∙Buyer Community

Distributor

∙Register Distributor
∙Register IoT Resource Information
∙IoT Resource Information Price
∙Register Interface API, SDK, Library and 
Usage Instruction

∙Bulletin Board
∙Distributor Community

Operation

∙Approve Register of IoT Resource 
Information Distributor

∙Approve Register of IoT Resource 
Information

∙Manage Buyer and Distributor 
∙Customer Center
∙Statistics 
∙Billing Process

Verification

∙Verify the Registered IoT Resource 
Information

∙Verify the Registered IoT Resource 
Information Delivering Performance

∙Verify the Registered IoT Resource 
Information Usage Instruction 

Monitoring

∙Periodic Surveillance of IoT Resource 
Information Delivering Function

∙Monitor State of IoT Resource 
Information

∙Statistics of Malfunction

<Table 2> IoT Information Sharing Store Functions

매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게시  

기능이 있으며, IoT 자원 구축  리 방안 등에 

하여 매사업자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사업자 커뮤니티 기능도 필요하다. 

IoT 정보공유 스토어를 안정 이고 신뢰성 있

게 운 하기 해서는 운용기능이 필요하다. 운용 

기능은 IoT 자원 정보 사용권한을 IoT 정보공유 

스토어에서 매하기 하여 등록한 사업자를 검

증하여 승인하는 기능이 매우 요하다. 구매자에

게 자원 정보 사용권한을 매하기 해서는 등록

된 사업자가 신뢰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등

록된 매사업자가 자원 정보 사용권한을 등록할 

때도 승인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매사업자와 구

매자를 리할 수 있는 기능과 구매자가 구매한 

자원에 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고객센터가 

있다. 등록된 자원 정보 달에 한 성능, 고장 등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하여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등록된 자원 정보 리스트에 제공한다. 

매사업자와 구매자 사이에 구매자에게는 사용 

비용을 받고, 매사업자에게는 매비용을 지불

하며, IoT 정보공유 스토어는 매수수료를 받는 

요  정산이 요한 역할을 한다.

검증기능은 매사업자가 등록한 자원 정보 사용

권한에 하여 자원 정보 획득과정을 실제 테스트

하여 정보를 검증하고, 성능에 해서도 측정하여 

등록된 자원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 매사업자가 자원 사용권한 등록을 요청할 

때 승인을 하여 활용되는 매우 요한 기능이다. 

모니터링 기능은 주기 으로 IoT 정보공유 스

토어에 등록된 자원 정보를 감시하는 것으로, 정

보 달기능에 한 고장  성능 상태를 자원 정

보 사용권한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한 통계

를 작성하여 주기 으로 매사업자와 구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모니터링의 주요 

기능은 등록된 자원 정보의 최 의 상태를 유지하

는 것이다.   

4.2 IoT 정보공유 스토어 구성

IoT 정보공유 스토어의 구성은 크게 자원 정보

를 구매  매할 수 있는 오  마켓, 자원을 검증

하고 감시하는 검증감시센터, 매사업자 지원센터, 

시스템을 리할 수 있는 운 센터로 <Figure 8>

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오  마켓은 매사업자와 구매자가 자원 정보

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매하고 구매하는 시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스토어이다. 

오  마켓의 생명은 매되는 자원 정보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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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용성이다.

검증감시센터는 사용자 입장에서 매사업자의 

자원 정보에 하여 철 히 감시  검증역할을 

수행한다. 주기 으로 감시한 결과를 운 센터를 

통하여 오  마켓에 표시하도록 하고, 구매자에게 

통보하여 최 의 품질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다. 운 센터에서 요청한 자원 정보에 

한 검증을 시험하여 결과를 통보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매사업자 지원 센터는 매사업자의 창구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매사업자가 오  마켓에 사업

자로 신청하면 운 센터에 요청하고, 운 센터의 

심사결과를 매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다. 매사

업자로 등록된 후 자원 정보 사용권한 등록에 

해서도 운 센터에 요청하고 결과를 매사업자에

게 결과를 통보하여 다. 등록된 자원 정보사용권

한이 매가 되었을 때는 운 센터에서 정산된 요

을 매사업자에게 지불한다.

<Figure 8> IoT Information Sharing Store Configuration

운 센터는 IoT 정보공유 스토어가 잘 운 될 수 

있도록 오  마켓, 검증감시센터, 매사업자 지원

센터 등을 잘 리한다. 매사업자가 요청한 등록 

건에 하여 승인하고, 고객만족을 하여 고객센

터기능을 가지고 있다. 매사업자  구매자 리

를 하고 요  정산하는 기능도 있다. <Figure 8>

과 같이 IoT 정보공유 스토어 구성요소들은 각자 

독자 으로 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 으

로 운 된다. 

4.3 IoT 정보공유 스토어 업무흐름

IoT 정보공유 스토어에 매사업자가 등록부터 

구매자의 구매활동까지 반 인 업무흐름을 구매

자, 매사업자, 운 자 사이의 계를 <Figure 9>

에서 보여주고 있다.

<Figure 9> IoT Information Sharing Store Workflow

 1. IoT 정보공유 스토어 매사업자 지원 센터에 

사업자 등록 요청

 2. 운 센터로 사업자 승인 요청

 3. 사업자 검증 후 승인결과 매사업자 지원 센터

에 통보

 4. 사업자 등록 요청 결과 통보

 5. 사업자 등록 후 IoT 자원 정보 사용권한 등록 

요청

 6. 운 센터에 자원 정보 사용권한 등록 요청

 7. 검증감시센터에 자원 정보 사용권한 등록 검증 

요청

 8. 검증결과 운 센터에 통보

 9. 매사업자 지원센터를 통하여 자원 정보 사용

권한 등록 요청 결과에 하여 매사업자에게 

통보

10. 매사업자가 요청한 등록 건의 자원 정보에 

한 검증결과(기능, 성능 등 품질정보) 승인

11. 오  마켓에 등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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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매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자원 정보 사용 권

한 구매

13. 구매한 자원 정보에 한 사용권한, 사용방법, 

인터페이스, 랫폼, 라이 러리 등 개발에 필

요한 정보 다운로드 

14. 구매자가 지불한 비용을 운 센터 정산시스템

에 통보

15. 정산비용을 매사업자에게 달

16. 주기 인 자원 정보에 한 모니터링 정보를 

운 센터에 달하여 자원 정보에 한 품질 

통계정보 등을 산출하여 IoT 정보공유 스토어 

품질 리에 활용한다. 경우에 따라서  품질

의 자원에 하여 통제를 한다. 

매조건에 SLA(Service Level Agreement)도 

포함하여 매된 자원 정보에 하여 사용상 문제

가 발생시 보상 문제를 포함한다. 이밖에 매사업

자  구매자 리 등 IoT 정보공유 스토어에 필요

한 일반 인 운  기능은 일반 온라인 사이트 리

와 유사하다. 매사업자는 문화된 IoT 자원(

랫폼 포함) 구축만을 수행하여 자원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구매자에게 자원 정보를 매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한다. 구매한 IoT 자원 정보 사용권

한을 활용하여 개발한 응용 로그램은 앱 스토어

에 등록하여 IoT 자원 정보 구매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는 응용 로그램을 개발 요청한 사업자에

게 최종 개발품을 제공하여 IoT 자원 정보 사용구

매에 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IoT 정

보공유 스토어는 스마트 폰의 앱 스토어처럼 IoT 

분야에서 IoT 자원 정보 공유라는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5. IoT 정보공유 스토어 활용 가상 
시나리오 

앞서 언 한 IoT 정보공유 스토어를 이용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로서 부모가 외부에

서 원격 CCTV를 통하여 집과 유치원에서 어린 

자녀 안  확인을 한 스마트 폰 응용 로그램을 

개발하는 가상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집은 A사업자 CCTV를 설치하 고 유치원은 B 

사업자 CCTV를 설치한 경우를 고려해보자. 이제

까지는 자녀를 원격 감시할 응용 로그램이 필요

할 때 A와 B사업자가 제공하는 응용 로그램을 

각각 사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부분 IoT 

자원과 연 된 응용 로그램은 수직  결합이 강하

기 때문에 IoT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응용

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서로 연  계가 없어 집과 유치원을 동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결합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 

<Figure 10> The Process of Application Development 
for Remote Monitoring System

두 사업자 A, B가 IoT 정보공유 스토어에 등록

하여 자원 정보 사용권한을 매한다면 <Figure 

10>에서 보여주듯이 응용 로그램 개발자는 A와 B

사업자 IoT 자원 정보를 IoT 정보공유 스토어를 

통하여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IoT 자원 정보의 

폐쇄성이 개방성으로 변하게 된다. 응용 로그램 

개발자는 IoT 정보공유 스토어에서 A사업자  B

사업자의 자원 정보 사용권한을 구매하여 자녀를 

원격 감시할 수 있는 하나의 응용 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다. 하나의 응용 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

에 부가가치가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

다. 를 들면 얼굴인식을 통한 치 악을 하고

자 할 때 A사업자 정보와 B사업자 정보를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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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보를 가공하면 치추 이 가능하지만 A사

업자와 B사업자 응용 로그램을 각각 사용하는 경

우는 얼굴인식을 통한 치 악 기능을 구 하기

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A사업자의 자원 정보

를 신할 수 있는 C사업자의 자원 정보가 IoT 정

보공유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다면 응용 로그램 

개발자는 더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다양한 IoT 자원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IoT 

자원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가공하는 랫폼 발

함에 따라 IoT 분야는 성장하게 되어 IoT 기기 

 랫폼의 수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수많이 구축된 IoT 자원

을 효율 으로 응용 로그램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IoT 정보공유 스토어인 오  마켓 비즈니

스 모델을 제시하 으며, IoT 정보공유 스토어가 

가지는 기능과 구성에 하여 서술하 다. IoT 정

보공유 스토어는 기존의 응용 로그램의 개발에서 

IoT 자원에 한 계를 갖는 수직  결합에서 

계층별로 독립 인 수평  결합으로 발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각 계층별 문

화된 사업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 

문기술을 융합하여 산업간 융합된 응용 로그램 

개발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는 다양하고 복

잡한 IoT 자원들이 문화된 사업자에 의하여 구

축됨으로 자원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IoT 자원 구축에 많은 

시간과 구축비용이 소요되지만 IoT 정보공유 스

토어를 활용한다면 사용자는 안정되고 다양하게 

구축된 자원을 쉽고 기에 활용할 수 있다. 다양

한 IoT 자원 정보를 이용한 응용 로그램을 개발

하기 어려운 소규모 자본을 가진 사업자도 IoT 정

보공유 스토어를 이용하면 은 비용으로 필요한 

자원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할 수 있

고, 개발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응용 로그

램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어 새롭고 다양한 응용

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IoT 자원 

정보 매사업자는 다양한 구매자에게 사용권한을 

매함으로 매수익을 극 화 할 수 있다. 사업

자가 많은 비용의 자원을 구축하여 응용 로그램

을 개발한 경우 자원의 여유가 발생한다면 다른 

사용자가 응용 로그램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IoT 정보공유 스토어에 등록하여 오  마켓에서 

매도 할 수 있다. 

IoT 정보공유 스토어를 통한 산업간 IoT 자원 

정보 공유가 쉽게 이루어진다면 문화된 IoT 자

원 구축 사업자와 소규모 자본으로 응용 로그램

을 개발하는 개발자 사이를 연계할 수 있는 생태

계를 조성할 수 있어 산업간 다양한 융합 응용서

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으므로 IoT 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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