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Consumer & Industrial Products(C&IP) Industry Leader

김준철 부대표

IoT 산업 동향과 전략
: IoT World Congress

October 2017



IoT 산업 동향과 전략: IoT World Congress

들어가며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Deloitte 가 Diamond Sponsor 로 후 원 하 는 ‘IoT Solutions World

Congress’가 개최되었다 . 또한 IoT World Congress에 앞서 Deloitte

IP&S의 LCSP Meeting도 Industry 4.0 and Digital Transformation 및

Smart Building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열렸다.

컨퍼런스와 전시로 구성된 IoT Congress는 한국에서 열리는 산업전과

유사하였으나 분류, 참여기업의 숫자 및 다양성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후

발송된 조직위원회의 메일에 따르면 3일간 13,000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하여,

IoT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분류

IoT Congress의 컨퍼런스는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각기 별도의 방에서

진행되었는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Buildings & Infrastructure ②

Healthcare ③ Manufacturing ④ Connected Transport ⑤ Open

Industry ⑥ Energy & Utilities. 이 중 Open Industry에는 소매업에서의

IoT 관련 주제, 농업에서의 IoT 활용 등의 주제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구분은 IoT 관점에서 기술의 적용 영역을 나누었을 때, 먼저 이야기

될 수 있는 주요 영역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래도 Industry 4.0이라는 주제에서 시작하는 것과 IoT라는 관점에서

적용 영역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Industry

4.0을 IoT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컨퍼런스에서는 각 영역별 Case의 발표와 Group Discussion이 있었으며

IoT 적용의 실무상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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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초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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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산업 동향과 전략: IoT World Congress’

컨퍼런스 룸의 근처에 위치한 Open Space에서는 블록체인(blockchain)

포럼이 열리고 있었는데, 참여기업 수가 무려 40개에 달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 금융의 시각에서만 블록체인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실물을 기반으로한 블록체인 Coin을 선보이는 On-Off 융합형 화폐도 제안되고

있었다.

IoT 적용 기술

전시장에는 약 220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ABB, Schneider

Electric, Intel, Microsoft, SAS 등 큰 부스(booth)를 차지한 기업도 있고

조그만 부스를 차지하고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보여주는 기업들도 있었다.

Deloitte는 유일하게 부스를 2층으로 꾸며 참가하고 있었다.

적용 기술은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작은 규모의 부스를 쓰는 기업들의 경우 네트워크 관련기술/제품과, 센서를 달아

위치추적이 가능한 가방 같은 단순한 제품부터 센서를 활용한 습도측정기,

오염측정기와 같은 제품, 건강보조 웨어러블(wearable) 기기, 센서를 장치에

달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현한 제품(예를 들어, 탱크로리 같은

운반장치에 설치하여 품질과 유량을 모니터링하면서 배송장소까지 안정성을

유지하게 하는 노즐 결합상품) 등이 있었다.

블록체인(blockchain) 

포럼에서는 주로

금융관련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었다

(Source: Deloitte Anjin LLC)

(Source: Deloitte Anjin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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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표준화시켜 IoT 환경을 완성시켜 주는

설비(slot)의 경우, 별도의 서버를 필요로 하던 것을 컴퓨터에 끼워 쓰는 정도의

크기로 줄여서 범용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킨 장치도 있었다.

또 다른 분야는 데이터 분석학(data analytics)을 기반으로 한 제어, 통제기술

관련 영역이다. 센서 또는 측정기를 통하여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 및 평가하여,

장치를 제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집적하고 분석하면서 이상 항목·추세를 파악 후

제어장치에 되먹임(feedback)하는 기술을 선보인 기업들도 있었다. 더 나아간

형태로 AI, 머신러닝 그리고 보안(security)이 세션 주제에 포함되어 있었다.

Building & Infrastructure는 비록 6개 주제 중 하나이긴 했으나, 부스의

특성상 스마트 시티(smart city), 스마트 빌딩(smart building) 기술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

주제를 통해서는 전체적으로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고 배분하는 것은 센서 기술과

데이터 처리기술 및 분석·예측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들이며, 이러한 기술들이

다양한 형태로 결합되어 구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될 것이다.

참여기업의 IoT 전략 방향

부스를 차지하고 있는 출품사(exhibitor)에는 Google, Microsoft, Intel 같은

IT업체 뿐 아니라, Vodafone 같은 통신업체, SAS같은 통계처리에서 출반한

자료분석에 강점이 있는 기업 , 전력관련 사업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연결기술(connected technology)을 표방하고 있는 Schneider electric,

컨설팅 회사의 디지털 사업 분야인 Accenture digital 등 다양한 배경의 기업이

있었다. 특히, 인도의 IT업체인 Wipro의 부스 옆에는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IIC: 산업인터넷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 라는 이름

하에 여러 기업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제품, 기술을 선보이며 주목을 끌고 있었다.

IoT 전시회에서는

네트워크 기술, 센서

등을 이용한 제품, 

데이터 처리관련 기술,  

플랫폼 기반 기술 등을

선보이고 있었다.

인더스트리포커스 49호 (2017. 10)

‘IoT 산업 동향과 전략: IoT World Congress’

(Source: Deloitte Anjin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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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Global의 C&IP Industry leader인 Tim Hanley를 좌장으로 한 IoT

Revolution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중장비 시장에서 흔히 이름을 볼 수 있던

Hitachi 소속의 두 미국인이 나와, Hitachi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digital

service provider)로 전략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었다.

컨퍼런스 참석 후 각 기업의 현장을 찾아보며 느낀 점은 크게 두 가지 사항이다.

첫번째로는, 각 기업별로 IoT 전략에 차별화된 색깔이 있다는 것이다. Google의

경우에는 클라우드(cloud)를 통해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영역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Microsoft의 경우에는 운영체계 및 s/w

설계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IoT 제품과 연관될 수 있는 각각의 영역에서 제조 및

서비스업체와 협업을 하는 비즈니스 모형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실제로 Microsoft사의 부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및

제공되는 전단(leaflet)에는 거의 모두 협업을 하는 회사들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다.

소형업체의 경우 특정 제품군이나 기술에 집중하고 있었고, IoT 플랫폼 제공을

경쟁의 발판으로 삼는 것으로 보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기업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이

HUAWEI 였다. 참가한 유일한 중국 기업은 아니지만, Deloitte와 동일하게

Diamond Sponsor로 참가하여 상당히 큰 규모의 부스를 차지하고 있는

HUAWEI는 운동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전시하고

있는 동시에 IoT 플랫폼(platform)까지 포괄하는 전시를 하고 있었다 .

HUAWEI는 IoT Device나 Application은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나, IoT 전략 면에서 차별화된 색깔을 지니고 있는 타 기업들이 다르게

보였다.

각기업별로 IoT

전략은서로다른

경쟁원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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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IoT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업체들과 협력하는 영역이 많다는 점이었다. Microsoft의 사례와 같이

해당 기업이 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기업이 잘하는 것을 덧붙이거나,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의 사례처럼 여럿이 모여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모델이 일반화 될 수 밖에 없는 융합기술 환경의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3일 간 IoT Congress에 참관해보니, 현재 전시된 기술들은 이미 어딘가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기술이 합쳐지고, 발전되어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IoT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러한

동향을 보고 배우기 위하여 참관하러 오는 인원의 수를 볼 때 센서, 데이터,

융합의 트렌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상당기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였다.

다양한기업들이

협력하거나 기술을

합쳐제품과기술을

개발하는것이 일반화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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