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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IoT(Internet of Things)는 수동 프로세스의 최대 50%를 자동화하는 등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기업과 기관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이러한 가치는 단순히 가장 많은 디바이스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능(통합, 자동화, 분석) 및 전반적인
프로세스 민첩성 향상에 주력하는 곳에서 실현됩니다.
3.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적 기술, IT와 OT 간의 효과적인 팀워크,
확장된 파트너 에코시스템, 플랫폼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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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는 사람 , 프로세스 , 데이터 , 사물의 네트워크 연결을 뜻하는 IoE(Internet of Everything, 만물인터넷 )로
인해 2013년과 2022년 사이에 민간 및 공공 부문을 통틀어 19조 달러의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그 중 42% 이상 , 즉 8조 달러 상당은 IoE의 핵심 실현 요소 중 하나인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 Cisco가 "물리적 디바이스를 지능적으로 연결하여 효율성 , 비즈니스 성장 ,
삶의 질 측면에서 막대한 효과를 거두는 것 "이라 정의하는 IoT는 흔히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가장 빨리 IoE
가치를 실현할 방법으로 인정받습니다 (250여 건의 글로벌 IoT 구축 사례를 보려면 https://www.iotwf.com/
iotwf2014/deployment_map 참조 ).

이 글에서는 1차 및 2차 조사와 경제 분석을 연계하여 IoT 투자 가치 극대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또한
IoT 및 IoE 세상에서 비즈니스 성과 개선을 가져다 줄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얻는 데 엣지 컴퓨팅 /분석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의 조합이 필수적인 이유도 살펴봅니다 .

혁신의 과제
민간 기업과 공공 기관 모두 더욱 발 빠르게 혁신해야 한다는 전례없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과제"는 수많은 요인에서 비롯되었지만, 그중에서도
더욱 거세지는 글로벌화 및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고객 또는 시민의 기대 수준은
경영진에게 가장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들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예측하지 못해 파국을
맞이한 사례가 많습니다 .

게다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 덕분에 후발 주자들이 혁신 과제에 성공하지 못한 기존
주자들을 위협하거나 압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odak, Blockbuster 등과 같이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들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예측하지 못해 파국을
맞이한 최근의 사례가 많습니다.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2011년 현재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75%가 2027년이면 새로운 기업에 자리를 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1
이러한 본격적인 경쟁 환경에서는 기술에 의한 시장의 파괴적 변화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발 빠른 혁신, 글로벌화, 더 우수한 고객 경험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그 영향이 운영의
복잡성에까지 미치며, 그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질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더 빠른 혁신 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발 및 제조 프로세스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가?
•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무결점 서비스를 원하는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고객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 세계 각처에 분산된 물리적 자산으로 구성된, 복잡하고 날로 팽창하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 확장되는 공급망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는가?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고자 IoT에 주목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2 [그림 1, 다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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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는 물리적 사물과 연결 센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자동화합니다.
• 상태 또는 행동 모니터링을 위해 물리적 자산(기계, 장비, 디바이스, 설비, 차량)에
대한 정보 자동 수집
• 프로세스 및 리소스 활용을 최적화하고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해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시성 및 제어 제공
그림 1
설문 응답자 대다수는 기존 IoT 투자가 기대에 "부합"했거나 "능가"했다고 밝힙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투자를 "다소" 또는 "상당히" 늘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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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는 데이터, 프로세스, 사물과 더불어
사람까지 포함하는 IoE 에코시스템의 실현
요소 중 하나입니다. IoE의 "사람"이란
구성 요소는 대개 다양한 협업 기반
솔루션의 동력이 됩니다. 반면, IoT 기반
솔루션은 데이터, 프로세스, 사물로
구성되지만 사람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새 IoT 구축이 급증했습니다.
Zebra Technologies는 Forrester
Research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IoT 구축이 2012년 이후
33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2014년에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IoT 기술을 구축한
한 편, 2012년에는 그 비율이 15%에
불과했습니다.3

최근 Cisco는 기업들이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IoT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그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글로벌 블라인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230명의 응답자들은 다음을 대표했습니다.
• 16개 국가: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남아프리카, 한국, 스페인, 영국, 미국
• 7개 IoT 집약적 산업: 제조, 공공, 운송, 소매, 석유 가스, 공공 서비스, 금속 및 광업
• IT 임원(응답자의 47%), LOB(Line of Business)/OT(operational technology) *전문
임원(53%)
이번 설문 조사의 결과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에 IoT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통찰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한 조언도
제공합니다.
* OT(Operational Technology) 리더는 공급망, 제조, 운송과 같이 특정 운영 프로세스에 쓰이는 기술을 책임지는
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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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부분 IoT의 영향으로 더욱 커지는 빅데이터
오늘날 네트워크를 지나는 데이터의 규모와 다양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분산된 이 데이터는 각종 클라우드 및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웹 사이트, 소셜 미디어, 컴퓨터, 스마트폰, 센서, 카메라 등에서 생성되며 그 형식과
프로토콜은 저마다 다릅니다.
이와 같은 양적 증가의 주원인인 IoT는 비교적 소량의 데이터를 엄청난 빈도로 생성하곤
합니다. 이번 설문 조사의 응답자들은 IoT로 인해 모든 유형의 커넥티드 자산(설비, 차량,
생산 장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약 90%는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량이 향후 5년간 "다소" 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많은 IoT 활용
사례에서 방대한 양의 운영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 제트엔진은 비행 1회당 1TB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4
• 대형 제련소는 매일 1TB의 원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5
• 자동차가 스마트해질수록 각 차량에
장착되는 센서 수가 최대 2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6
• 온갖 유형의 센서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할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2020년이면 전체
데이터의 40%가 센서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7

그림 2
엣지에서, 즉 데이터가 생성되는 곳 가까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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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분산되고 대개는
비정형화된 방대한 데이터가 더욱 빠른
속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의 90%가 지난 2년 동안 생성된
것입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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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의 핵심은 사물이 아니라 데이터
설문 조사에 참여한 IT 및 OT 리더들은 IoT를 사물 이상의 훨씬 큰 의미로 인식합니다.
IoT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영역(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40%)가 "데이터"를 선택했고 그다음으로는
"프로세스"(27%)였습니다. "사람"이 세 번째(20%), 그리고 "사물"이 가장
마지막(13%)이었습니다. [그림 2]
이 리더들은 "사물"의 연결이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IoT가 창출하는
주된 가치는 연결된 사물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의 직접적 산물과 그로부터 얻어지는
비즈니스 및 운영 혁신 통찰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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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IoT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유익하게 활용하려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주요 과제
및 그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에 대해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IoT 데이터 통합, 자동화, 분석
IoT에서 생성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이번 설문 조사 응답자들이 지적한 3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수많은 출처의 데이터 통합

사례 연구
작업자의 안전 및 생산량을
향상시킨 Dundee Precious
Metals
IoT 솔루션: 무선 네트워크로 50km에
달하는 지하 광산 터널을 통합합니다.
광부용 헬멧과 차량의 RFID 태그를
통해 3D 맵으로 위치를 추적하고
차량 유지 보수 등을 위해 실시간으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과: 광부의 안전 향상, 생산량을 원래
목표인 30%를 넘어서 400% 증대,
에너지 및 통신 비용 절감, 자산 활용률
향상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현재 진행 중인 IoT의 또 다른 사례를
여기에서 만나보십시오 .

• 데이터 수집 자동화
•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이 3대 과제를 모두 해결해야만 원시 데이터를 정보로, 정보를 실행 가능한 통찰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수많은 출처의 데이터 통합
대부분의 IoT 활용 사례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려면 먼저 수집 및 통합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디바이스 및 데이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널리 분산되고 다양하기 때문에 데이터 통합은
더 힘든 과제가 되었습니다. 기업은 여러 요인, 이를테면 디바이스의 물리적 설치,
최상의 통신 표준, 각종 데이터 유형(예: 비디오, 지오로케이션 데이터)을 처리하는 방법,
IoT 데이터를 다른 출처(예: 클라우드의 서드파티 데이터 제공자, 사내의 과거 데이터
저장소)의 데이터와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 IoT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은 특히 그 출처가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고도로 분산된 경우에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통합을 위해 모든 데이터를 중앙의 한
노드에 복사하는 것은 비용, 기술적 어려움, 잠재적 규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현실적인 방법이 아닙니다.9 이제는 널리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할 방법으로 데이터
가상화가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가상화는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 모음을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에 하나의 논리적 데이터베이스처럼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 소스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으며, 꼭 로컬에 저장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여러 분산형 소스,
이를테면 임베디드 센서, 비디오 카메라, 서드파티 데이터 소스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IoT 애플리케이션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Rick van der Lans가 "The Network Is the Database: Integrating Widely Dispersed Big
Data with Data Virtualization"10 에서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 가상화는 또 다른 강력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가상화 기술은 데이터의 실시간 통합을 위해 설계되고
최적화되었습니다. 중앙에 모든 통합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각기 다른 여러 소스의 데이터를 요청할 때에만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미리
통합하지 않습니다. 즉 데이터 가상화는 온디맨드 방식의 통합을 지원합니다. 통합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중앙의 한 장소로 보낼 수 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통합을 가져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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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목적으로 중앙의 한 장소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통합을
가져가야 합니다."
Rick van der Lans
"The Network Is the Database: Integrating Widely Dispersed Big Data with Data Virtualization"

데이터 수집 자동화
IoT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했다면 이제 관건은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적시에 적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데이터를 이동할지 아니면 데이터가 있는 곳, 즉 네트워크
"엣지"에서 분석할지 결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평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분석을 이동").
이 글에서는 네트워크 엣지를 IoT 데이터가 수집되는 곳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달리
네트워크 "센터"는 클라우드, 원격 데이터 센터와 같은 오프사이트 위치이며, 여기서
데이터가 오프사이트 저장 및 처리를 위해 전송됩니다. IoT 활용 사례가 늘어나고
다양해지는 만큼 엣지는 사실상 어디든 될 수 있습니다. 생산 현장, 소매 매장 또는
이동하는 차량도 가능합니다. [그림 3, 다음 페이지]
따라서 "엣지 컴퓨팅"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서비스가 네트워크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논리적 극지로 이동함으로써 데이터 소스에서 분석 및 지식 생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11
이러한 엣지 컴퓨팅 기능은 포그 컴퓨팅 (fog computing) 덕분에 가능합니다.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및 서비스를 네트워크 엣지로 확장하는 패러다임입니다. 포그는
최종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 사이에서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마련합니다. 포그 컴퓨팅은 실시간/예측 가능한 레이턴시를
요구하는 새로운 IoT 애플리케이션(예: 산업 자동화, 운송, 센서 네트워크, 액추에이터)을
지원합니다. 포그 패러다임은 광범위한 지리적 분포 덕분에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적합합니다.12
IoT의 가치가 엣지 컴퓨팅과 "센터"(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 중 하나가 아니라
이들의 조합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엣지 컴퓨팅이란 적시에 적소에서
적합한 처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가용 네트워크 리소스 및 대역폭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엣지와 "센터"(데이터 센터 및/또는 클라우드)가 모두
막강해야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엣지에서 즉시 처리하고 어떤 데이터는 이동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13 따라서 데이터 센터부터 엣지까지 전 범위에서
통찰력을 실현할 커넥티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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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엣지 컴퓨팅/분석으로 일반 소매
매장에서 연간 34,000달러 절약
한 일반적인 소매 매장에서 보안 및 비
디오 분석 카메라 기술을 도입하여 엣
지 컴퓨팅/분석의 경제적 이점을 확실
하게 입증했습니다. 이 카메라의 데이
터를 중앙 데이터 센터에 가져오지 않
고 로컬에서, 즉 엣지에서 처리함으로
써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큰 이점
을 제공합니다.
Cisco Consulting Services의 분석에
따르면, 연매출이 2천만 달러인 소매
매장에서 보안 및 비디오 분석 카메라
100대를 설치하고 엣지 컴퓨팅/분석
을 실시하면 기존 데이터 센터/클라우
드 컴퓨팅 방식에 비해 연간 33,800달
러를 절약하고 연간 EBIT를 1.7% 높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데이터를 로컬에서 처리한
덕분에 대역폭 비용을 절약하여 엣지
컴퓨팅 인프라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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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엣지 컴퓨팅으로 적시에 적재적소에서 적합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ႎ㉙ᑅ#ⷝ

⧵⹐#㐨㫙㢺
⚙⚑ೡ#₎⒛
∍ᤱ㈡#ൡᤕᑅ

ᨑ᭽⛥#ᑽ᭽⛝∍

㡤᧪⯺ⓛ#₎⒛
ⓛ
ⓛ#

⹍ႎ㉙ᑅ#㓖

Ⅷ⸐ᑾ♑#⮿㛒᰽ⱝ♑

⹍ႎ㉙ᑅ#
▍⛥#㑵᜔㍥

⧵⹐#㐨㫙㢺

⹍ႎ㉙ᑅ#
㏶ណ#゙ᶱ

⧵⹐#㐨㫙㢺

ጟ⮋

∍ᤱ㈡#
ಹㄞ#≉㖡ᑚ

ᔹ⮻㚭#
Ⓕ㚭2㗗ᧆ⫞ᛓ
∍ᤱ㈡#୩ៅᑚ

ⶉೡ
ⶉ
ೡ

⹍ႎ㉙ᑅ#Ⰹጭ

⹍ႎ㉙ᑅ#㈡

ሞ⮋
∍ᤱ㈡#᪥

ᩣ⮻㚱⚑

⹍ႎ㉙ᑅ#㊒ㄉᤕ

⹍ႎ㉙ᑅ#✎ᶭ

데이터 자동화 및 IoT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IoT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요구 사항:
데이터 처리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낮은 레이턴시에 관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특정 IoT 활용 사례에서는
낮은 레이턴시가 요구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게임, 안전).
• 데이터 사전 처리 기회: IoT
솔루션에서 생성하는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내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IoT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내기 전에
이를 처리하거나 압축하고 또는
일부 데이터(예: 이상, 예외, 평균)만
전송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 극히 분산된 IoT 애플리케이션: 일부
IoT 애플리케이션(예: 파이프라인
모니터링, 커넥티드 석유 굴착 장치,
스마트 그리드)은 고도로 분산화되었기
때문에 엣지에서의 처리가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14

석유 가스 산업은 엣지 컴퓨팅이 절실히
필요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양 석유
플랫폼에서는 하루에 1TB와 2TB
사이의 데이터가 생성되곤 합니다.15 이
데이터 대부분은 플랫폼 생산성 및 시추
플랫폼 안전성과 관련 있는, 시간에 민감한 데이터입니다. 해양 석유 플랫폼에 가장
많이 쓰이는 통신 링크는 위성 연결을 통한 데이터 전송인데, 전송 속도가 64Kbps에서
2Mbps까지입니다. 그러면 석유 플랫폼 데이터 1일분을 중앙 저장소에 옮기는 데 12일
이상 걸립니다.

⧵⹐#㐨㫙㢺

출처: Cisco, 2014

이번 조사에 참여한 IT 및 OT 리더들은 IoT와 관련하여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엣지 컴퓨팅/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약 40%는 향후 3년 내에
IoT 솔루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대부분"이 네트워크 엣지, 즉 데이터 생성 지점과
가까운 곳에서 지능형 디바이스 및 어플라이언스를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림 4]
IoT 세상에서는 데이터 센터와 엣지가 데이터로부터 최고의 가치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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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에서든 엣지에서든 IoT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프로세스 최적화, 고객 참여 강화 등을 통해 더 우수한 결과를 실현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단계가 없으면 데이터는 그저 "데이터"에 머물 뿐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및 더 광범위한 비즈니스 혁신과 같은 영역에서도 기본적으로
통찰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숨은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과 실제로 추출되는 가치의
양이 큰 격차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IDC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중에서 현재
분석되고 있는 것은 1% 미만입니다.16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의 규모,
속도, 다양성, 분포를 감당할 기술력(예:
데이터 과학자들이 지닌 기술) 및 툴의
부재 때문에 분석 능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림 4
설문 응답을 보면 엣지 컴퓨팅이 이미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37%

58%

㗗ᧆ⫞ᛓ
⟙⤪⛁ ႍ㈡☵⿕ᣥ ㄞ㓝
❭ℊᎅ 㘭 ☹ఒ ዙ⛝゙
₥゙(╱: ᛥ☙ᑅ)

⧵⹐
ៅ⹕┹ ♭ⷁ㓁 ዙ⛝゙ ⁆ₚ ⤩❹ ୩ඵ☝ ∍ᤱ㈡ ᑽ᭽⛝∍(╱: ᨑ᭽⛥
ᑽ᭽⛝∍, ┝㑵ᛥ⛝┡∍, ᛥ☙゙)⛁ ႍ㈡☵⿕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나중에
저장하는 기능을 통해 실시간 세부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엣지
분석은 엣지에 인텔리전스를 분산시켜
네트워크에서 IoT의 진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Q

⤩൱⚥ៅᳩ゙ 3Ⴍ 㘭 IoT ᡑ┹₅ ⁆ₚᎁᇽ ዙ⛝゙୩ ୩✎
ᤷ⛝ Ⰱᤕᎉ ⚩ ┝ᑽ⛮ሱඵ?
출처: Cisco Consulting Services, 2014년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은 중대한 비즈니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석의 잠재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IoT 활용을 뒷받침할 가장 중요한 기술 개발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더
우수하고 효과적인 분석 툴"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IoT 활용 사례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인 수신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트리밍
분석, 장기적으로 IoT 어플라이언스의 성능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 학습(즉 IoT
데이터로부터 "학습"), 데이터 가상화 기능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업이 IoT 투자 가치를 극대화할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IoT 데이터의 통합, 자동화, 분석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찰력이 어떻게 전례 없는 강력한 경제적 기회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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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데이터 중심적 통찰력에서 프로세스 향상으로
분석에 기초한 통찰력은 프로세스 변화 및 최적화의 기회를 가져다줍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비즈니스 및 운영 프로세스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대변혁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설문 응답자들은 IoT를 통해 기존 수동 운영 프로세스 중 최대
50%를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림 5]
이러한 기회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기존 수동
프로세스의 50%를 자동화하는 기업은 더 이상 지금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
가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십시오.
그림 5
모든 업종에 걸쳐 응답자들은 전체 수동 프로세스의 절반가량을 IoT 솔루션 활용으로 자동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ፂ㖽#୩ሎ㓅#ↁፂ#㑭ៅ₡∍⛁#ᶭ⚑
50%

• 운송업체가 트럭 주행의 절반을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다면?
• 소매업체가 결제 및 배송을 포함하여
쇼핑 고객의 경험을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다면?
• 제조업체가 현재 수동 생산 프로세스의
절반을 자동화할 수 있다면?

40%

아직 IoT 성숙 곡선에서 이와 같은 발전을
이룬 곳은 드물지만, 이러한 규모의
프로세스 개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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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mazon은 현재 시애틀
대형 창고에서 수십 대의 자동 로봇을
사용합니다. 이 대형 온라인 소매 업체는
이러한 기술로 주문 처리 비용을 최대
40% 절약할 수 있습니다.17

출처: Cisco Consulting Services, 2014년

제조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엔드 투 엔드 공급망 솔루션 기업인 Flextronics가 IoT 기반
자동화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접목시켜 생산 조립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향상된 데이터 가시성 및 분석 덕분에 이 회사의 고객은 실시간으로 데이터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그 결과 공급망 구성 요소에 이상이 생길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의 실시간 데이터 가시성으로 조립 및 가공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 품질 비용을 절약합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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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IoT 가치 창출 기회를 제시하는 프로세스 혁신
IoT를 위한 프로세스 최적화로 다음과 같은 여러 중요한 비즈니스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OpEx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림 6
IoT의 VAS는 향후 10년간 민간 기업과 공공 기관에서 IoE 솔루션의 활용으로 실현 가능한 또는
마이그레이션될 잠재적 수익 가치를 일컫습니다.

• 의사결정 향상
• 빠른 혁신 달성
이는 중대한 가치로 이어집니다. Cisco
Consulting Services의 경제 분석에
따르면, IoT는 향후 10년간 8조 달러의
가치(VAS, Value at Stake)를 창출할
것입니다.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각각
6.4조 달러 및 1.6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AS란 향후 10년간 민간
기업과 공공 기관에서 IoE(여기서는 IoE의
실행 요인인 IoT)의 활용으로 실현 가능한
또는 마이그레이션될 잠재적 수익 가치를
일컫습니다.[그림 6] 그 가치가 8조 달러에
달하는 IoT는 앞으로 10년간 IoE 전체
VAS의 42% 이상을 이끄는 셈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5가지 주요 동인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바로 혁신과 수익(2.1조
달러), 자산 활용(2.1조 달러), 공급망 및
물류(1.9조 달러), 직원 생산성 향상(1.2조
달러), 고객 및 시민 경험 향상(7천억 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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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sco Consulting Services, 2014년

IoT가 향후 10년간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8조 달러로 예상되는 IoT
VAS의 2/3는 제조(에너지/석유 가스 포함), 공공(특히 도시), 소매의 세 업종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 2014 Cisco 및/또는 자회사. 모든 권한은 당사에 있습니다.

p. 11

Attaining IoT Value: How To Move from Connecting Things to Capturing Insights
(IoT 가치 실현: 사물의 연결에 머무르지 않고 통찰력을 얻는 방법)
분석 활용으로 우위 확보

제조업 VAS
자산 활용률 향상
가치: 1억 1,700만 달러의 연간 EBIT
결과: 유지 보수 비용 절감, 자산 손실 및
도난 감소, 기기 및 장비 수명 연장, 플랜트
가동 시간 연장, 사고 및 고의적 가동 중단
예방, 케이블 비용 절감
프로세스 및 공급망 효율성
가치: 6,800만 달러의 연간 EBIT
결과: 폐기 및 재작업 비용 절약, IP 도용
위험 감소, 계획 비용 절약, 재고 유지 비용
절약,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차량 운영 및
창고 운영 최적화, 품질 관리 개선
스마트 팩토리 기능
가치: 1,600만 달러의 연간 EBIT
결과: 물리적 보안, 에너지 소비 감소,
원자재 수율 향상

공공부문 VAS
스마트 주차
가치:주차 구역/월 단위 18달러
결과: 탄력적 가격으로 수익 실현, 데이터
판매, 과태료 수입, 비용 절감, 연료 절약
스마트 조명
가치: 광점/월 단위 21달러
결과: 에너지 및 OpEX 절약, 범죄 감소(및
부동산 가치 상승)
스마트 폐기물 수거
가치:월/가구 단위 2달러
결과: 지능적인 트럭 경로 배치, 차량 규모
및 유지 보수 부담 감소
PTC(Positive Train Control)
가치: 시민/월 단위 3달러
결과: 안전 향상(충돌 및 이탈 방지), 열차
주기 향상, 여행자 경험 향상

IoT VAS: 제조
제조 산업은 자산 모니터링, 공급망/물류, 자동화에 중점을 두는 만큼 가장 IoT 집약적인
민간 업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Cisco의 경제 분석에 따르면, 제조 업계는 향후 10년간
전체 IoT 가치의 34%를 실현할 것입니다. Cisco의 글로벌 설문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제조업체의 86%는 앞으로 3년간 IoT 투자가 "다소" 또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isco Consulting Services는 대형 제조업체의 IoT 가치 출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상향식 활용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제조업 IoT 가치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연매출 200억 달러, 직원 수 78,500명 이상, 생산 시설 72개인 제조사는
IoT를 통해 매년 1억 4,100만 달러의 EBIT(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3가지 주요 동인에서 비롯됩니다(사이드바 참조). 이 기능으로
2억 1백만 달러의 연간 EBIT가 실현되고 여기에서 연간 IoT 지원 비용(6천만 달러)을
제하면 순 EBIT는 1억 4,100만 달러가 됩니다.
IoT VAS: 공공 부문 (도시)
Cisco 경제 분석에서는 공공 부문이 향후 10년 동안 두 번째로 높은 IoT 가치를 실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전체의 20%). Cisco 조사에 따르면 공공 부문은 IoT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공공 기관의 76%는 향후 3년간 IoT 지출이 "다소"
또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공공 부문의 IoT 가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시(42%)입니다.
도시에서 최상의 IoT 가치 창출 활용 사례에 주력할 수 있도록 Cisco Consulting
Services는 인구 3백만, 중앙 집중식 다운타운 지역과 공유 인프라를 보유한 도시를
기반으로 한 경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Cisco 분석에서 도시의 IoT 가치 창출
동인을 선별했습니다(사이드바 참조).
IoT VAS: 소매
소매 업종은 향후 10년간 세 번째로 높은 IoT VAS(글로벌 전체의 10%)를 실현할
것이라고 Cisco 경제 분석은 예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문에 참여한 소매업체 5개 중
4개(79%)는 향후 3년간 IoT 지출이 "다소" 또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Cisco 경제 분석에 따르면 연매출 200억 달러, 직원 수 14만 명 이상, 매장 수 1,000개인
소매업체가 IoT를 통해 연간 1억7백만 달러의 EBIT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3가지 주요 IoT 동인에서 비롯됩니다(다음 페이지 사이드바 참조). 이 기능으로 1억
5,300만 달러의 연간 EBIT가 실현되고 여기에서 연간 IoT 지원 비용(4,600만 달러)을
제하면 순 EBIT는 1억 700만 달러가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제조, 공공, 소매 활용 사례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얻은
통찰력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우수한 성과를 실현함으로써 가치가
창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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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에서 프로세스 혁신 및 가치를 이끌어 내는 방법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업들은 IoT 솔루션 및 그 잠재적 이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앞으로 3년간 이 솔루션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IoT의 이점은
이해하지만 IoT 솔루션의 가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한 단계는 그만큼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IoT 솔루션 및 여기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기업이 어디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의 인재 기반을 위한 계획
기업의 수동 프로세스 중 절반가량이 자동화되면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며, 이미 전 세계의 여러 직종에서 이러한
영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Gartner에 따르면 2018년에는 디지털 비즈니스에 필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력이 50% 줄어들 것입니다. 게다가 2025년에는 일자리 3개 중
1개가 소프트웨어 또는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입니다.19 또한 Oxford Martin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일자리 중 약 47%는 향후 10년 또는 20년에 걸친 컴퓨터화로 인해 업무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0
IDC의 조사에서 CIO의 51%는 디지털화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불어닥치는
것을 우려하며, 42%는 이러한 미래를 맞이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Gartner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스마트
사물을 회사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IT 조직은 IoT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툴, 아키텍처를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공공부문 VAS(계속)
시 전역 Wi-Fi
가치: 시민/월 단위 0.70달러
결과: 액세스 판매 및 광고로 새로운 수익
창출, 버스 승차 증가로 배기가스 감축
교통 최적화
가치: 운전자/월 단위 10달러
결과: 여행 시간 단축, 연료 절감 효과 증
대, 버스 운행 비용 감소, 더 효과적인 교통
사고 예방
환경 센서
가치: 시민/월 단위 0.03달러
결과: 데이터 판매
스마트 건물
가치: 제곱피트/월 단위 0.20달러
결과: 에너지 및 OpEX 절약

소매업 VAS
공급망/물류 효율성
가치: 1억 4백만 달러의 연간 EBIT
결과: 품절 감소, 차량 운영 향상, 상품 구
비 최적화

이미 이 기회 영역을 공략하려는 이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예를 들어 MIT 컴퓨터
공학 및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빅데이터 강좌는 2013년 첫 세션에
88개국에서 온 3,500명 이상의 학생이 수강했습니다.21

고객 경험 개선
가치: 3,800만 달러의 연간 EBIT
결과: 개별 맞춤형 프로모션, 대화형 구매
시점(POP, point-of-purchase) 기능, 셀
프 서비스 채널로 수익 증대, 스마트 라
커, 매장 내 매출 증가, 온라인 수익 증가,
"endless aisle" 기능으로 수익 증대

데이터 과학 및 분석 전문가 외에도 IoT 솔루션 구현을 지원할 숙련된 IoT 개발자도
필요합니다. 조사 기관인 VisionMobile은 IoT 개발자 수가 2014년의 30만 명에서
2020년에는 4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22

자산 활용
가치: 1,100만 달러의 연간 EBIT
결과: 엣지 분석으로 "결제 최적화", 스마트
건물, IP 기반 물리적 보안

기업은 미래의 인재 기반, 즉 IoT와 데이터가 약속하는 혁신의 기회를 실현할 수 있고
산업별 과제와 결과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 기반에 대비해야 합니다.

향후 5년에서 7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정보 보안 인력의 부족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성도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노동부는 2012년에서 2022년까지
"정보 보안 분석가" 일자리가 37%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같은 기간에 다른 전문
직종의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과 대조됩니다. Cisco 2014 연례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전 세계 수요를 해결하는 데 약 1백만 명의 정보 보안 실무자 및
관리자가 필요합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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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고의 가치는 데이터 과학, 디자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영역을 포괄하는
지식을 보유한 직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통찰력이 진가를
발휘하려면 구체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결과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사례 연구
IoT로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높
이는 이스라엘의 Hagihon Save
Water
IoT 솔루션: 센서 및 고급 분석을 이용
한 스마트 수자원 관리 및 보호. 솔루
션에 SCADA 및 GIS 시스템, 물 사용량
분석, 누수 탐지 센서 등이 포함.
결과: 물 손실 감소, 센서 기반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으로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 더 우수한 수익성 실현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현재 진행 중인 IoT의 또 다른 사례를
여기에서 만나보십시오 .

이러한 연계를 가능하게 할 CDO(chief data officer)가 전 세계 기업에서 더욱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The Open Data Institute의 커머셜 디렉터인 Stuart Coleman은 CDO가 "사실상
조직 및 운영 환경의 전반에서 더 우수한 비즈니스 성과를 얻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할
방법을 결정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24 Gartner는 2015년 1월까지
글로벌 대기업의 25%가 CDO(또는 "빅데이터 책임자(Big Data Czars)")를 임명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민첩성 개발
IoT는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러한 개선을 제대로 활용할
만한 민첩성을 갖춘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의 응답자들도 동의합니다.
효과적으로 IoT를 활용하는 데 최대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새로운 IoT 솔루션을
위해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하는 어려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족한
재정 지원", "IoT 솔루션 구축의 명확한 비즈니스 사례 부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어떤 조직의 프로세스를 실제로 "파악"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세스가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내장되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조사와 경험에 따르면 기술을 통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에 앞서 프로세스 효율성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민첩성은 해당 조직의 조직 문화,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능력, 고유한
프로세스 특성과 같은 요인에도 좌우됩니다.25
게다가 스타트업이 아닌 이상, 각 기업에는 그 운영을 정의하는 안정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이미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대개 매우 복잡하고 각자 특별한 방식으로
인력과 자산을 통합합니다. 기존 장비 및 자산도 복잡성을 심화시킵니다.
IT/OT 파트너십 강화
IT 및 OT 리더의 역할이 더욱 진화하고 통합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 다뤄졌습니다. IoT
솔루션은 IT와 OT를 모두 연계하므로 강력한 IT-OT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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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IT는 하드웨어, 인프라,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 데이터 처리에
쓰이는 기술 스택 전체로 구성됩니다. IT 시스템은 데이터 흐름을 입력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데이터 흐름을 전달하지만, 물리적 세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ERP 시스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등이 IT에 속합니다.
이와 달리 OT는 배전망, 설비, 자동차 생산 공장 등 물리적 운영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각종 디바이스 및 프로세스로 구성됩니다. OT 요소로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s),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디바이스,
미터기, 밸브, 센서, 모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OT와 IT를
서로 별개의 영역으로 개발하고 관리했고
그 기술 스택, 프로토콜, 표준, 거버넌스
모델, 조직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새 OT가 점진적으로 IT와
유사한 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OT 및 기타 LOB 기능은
몇 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클라우드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액세스합니다. 대개는 IT 팀의 개입 없이
이러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게 클라우드
보안을 도입할 책임도 갖습니다.26
한편 IT 팀은 세일즈 및 기타 핵심
비즈니스 동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
이상 "사후 대처"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IT와 OT 모두 비즈니스 결정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그림 7
IT와 OT가 향후 IoT 솔루션에 대한 더 큰 책임을 공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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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sco Consulting Services, 2014년

효과적인 IT-OT 컨버전스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최적화, 더 우수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향상, 비용 및 위험 감소, 프로젝트 일정 단축과 같은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27
이번 설문 조사에 참여한 IT 및 OT 임원들은 그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두 그룹이 향후
IoT 솔루션에 대한 더 큰 책임을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입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특히 벤더 관계 및 구매 승인과 관련하여 누가 결정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이들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 7, 이전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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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조사에 따르면 의사결정권은 대개 IoT 솔루션 도입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OT/LoB는 도입 프로세스의 시작과 끝에 결정권을 갖습니다. 즉,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구매를 승인합니다. 이와 달리 IT 팀은 구체적인 구현 단계, 이를테면 솔루션
조사, 벤더 선정, 솔루션 제안 및 테스트에서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IoT를 발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IT 리더와 OT 리더가 더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비즈니스 성과 목표 달성에 주력해야 합니다.
적합한 파트너 에코시스템 구축
IoT 솔루션의 복잡성 때문에 하나
이상의 여러 외부 벤더로부터 도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이러한
관계망의 오케스트레이션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림 8
사내외 파트너십의 에코시스템은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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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IoT 솔루션을 도입한 응답자들
대부분은 여러 벤더를 고용하여 IoT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림 8]
이번 조사에서 서드파티 벤더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영역으로 IoT 솔루션에 대한
전략적 계획이 꼽혔습니다(응답자의
37%). 그 다음으로는 구현 영역이
꼽혔습니다(응답자의 30%). "비즈니스
사례 이해"에서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 응답자는 12%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이제
IoT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비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Cisco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부
벤더를 고려할 때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1) 보안 보장, 2)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맞춤 구성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입니다.

⧡㒕⚑♑㛚

출처: Cisco Consulting Services,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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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에 중점을 두는지가 IoT 제공자의 거래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 10년간의 엔터프라이즈 보안 모델에서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이
두드러졌습니다.
• 첫째는 방화벽,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컨텐츠 보안 등을 위한 솔루션과 같은
"동급 최고" 애플리케이션과 어플라이언스에 보안이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 둘째는 보안이 "경계 기반"이어서
조직이 최종 장치와 서버를 보안하고
바이러스나 서비스 거부 공격과
같은 (알려진) 침입이나 위협에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림 9
응답자들은 IoT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BOT(build-operate-transfer)와 매니지드 서비스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클라우드에
애플리케이션을 배치하고, 혁신적인 작업
방식을 지원하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도입하고 장비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와
기계 간(machine-to-machine) 통신을
활용하여 이전에는 연결되지 않았던
것들을 연결하면 새로운 보안 위협의
유입 지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를
"공격 표면(attack surface)"의 확장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IT와 OT라는 두 가지
세계가 만나면서 교차 오염(crosscontamination) 및 새로운 보안 취약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X-as-a-Service

1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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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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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Build-Operate-Transfer

Q

IoT ᡑ⛁ ᒅᤕᯭᤕ ᨑዡ ⡺ ┝ᇹ ௬⚭ ₉㖡㓁≖ሱඵ?
출처: Cisco Consulting Services, 2014년

IoT를 활용하는 데 방대한 프로세스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기업은 각자의 고유한
필요에 맞게 구현된 IoT 솔루션도 원합니다. 벤더들이 재현 및 확장 가능한 IoT 솔루션을
구현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나, 각 고객의 특별한 운영 프로세스에 들어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려면 어느 정도의 맞춤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플랫폼 방식에 주력
각종 기술을 하나의 일관성 있는 IoT 플랫폼에 통합해야 하는 필요성은 이러한 솔루션이
제공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선호하는 IoT 솔루션의 딜리버리 모델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BOT(build-operate-transfer)와 매니지드 서비스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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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모델 모두 벤더가 IoT 솔루션 구축 및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고객은
딜리버리 모델의 특정 요소에 대해 통제권 및 소유권을 계속 유지합니다. IoT 솔루션이
이러한 기업의 운영에 중대한 역할을 하므로 "공유 위험"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즉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받되 운영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IoT 표준 참조 프레임워크 중 하나를 적용할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불과 지난 2년 동안 IoT 관련 표준화 기구의 수가 2개(2012년)에서 7개(2014년)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260개 기업이 IoT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28

사례 연구
샌프란시스코의 스마트 주차장
IoT 솔루션: 주차, 차고, 도로 센서로 실
시간 주차 및 교통 분석. 약 2만 개의
주차 구역에 구축
결과: 주차 공간을 찾는 시간 43% 단
축, 주차 위반 단속 23% 감소, 이중 주
차 감소, 교통 정체 완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현재 진행 중인 IoT의 또 다른 사례를
여기에서 만나보십시오 .

Cisco는 최근 IoT World Forum Reference Model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공통의
IoT 용어를 제공하고 정보의 흐름 및 처리 방식을 규명하며 통합 IoT 산업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29 이 이니셔티브의 종합적인 목표는 벤더
간 IoT 제품 상호 운용성 실현의 첫 단계로 "개방형 시스템"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IoT
World Forum Reference Model은 확장성, 상호 운용성, 민첩성, 레거시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 IoT 과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조언을 제공하면서 IT 팀, CIO, 개발자를
지원합니다. 이 모델은 IoT World Forum의 아키텍처, 관리, 분석 실무 그룹에 속한 28개
회원사의 협업으로 탄생했습니다. 여기에는 Intel, GE, Itron, SAP, Oracle, Cisco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Human-Centric IoT Platform이 있습니다. Fujitsu 고객이 이 회사의
센서, 네트워크,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IoT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게 합니다.30 Fujitsu는 2014-2015년에 100여 개 이상의
일본 기업 고객들과 IoT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현재
Fujitsu는 일본 외 개발자에게 플랫폼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증가하는 고객/시민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혁신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IoT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혁신의 과제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반면, 기업의 핵심 프로세스와
제대로 통합하지 않으면 운영 복잡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이 앞으로 IoT, 더 나아가서는 IoE의 VAS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단, 다음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단순히 가장 많은 디바이스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기보다는 그 연결로부터 최고의
가치를 이끌어내는 곳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 IoT의 데이터 및 프로세스 구성 요소를
연마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 2014 Cisco 및/또는 자회사. 모든 권한은 당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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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3가지, 즉 통합, 자동화, 분석이 관건입니다. 데이터를 정보로
그리고 실행 가능한 통찰력으로 만들려면 이 3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3. IoT 및 빅데이터 세상에서 엣지 컴퓨팅/분석 기능은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레이턴시 단축 요구 사항 및 비용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분석에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아닌 "데이터가 있는 곳에 분석을 가져가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4. 프로세스 민첩성은 IoT 및 IoE가 제공할 기회를 제대로 누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전략적 계획 수립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5. 사내외 파트너십의 에코시스템 조성에 따라 성패가 결정됩니다. 특히 여기에는
IT와 OT 간의 역할 조정, 여러 외부 제공자와의 파트너십 등이 포함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IoT 및 데이터 분석이 조직 전략의 기본 요소가 되어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연구
스마트 건물로 차별화에 성공한
Trans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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