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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분야의 새로운 형태의 
혁신이 등장하다

“ ”
심지어 우린 아직 그게 뭔지 몰라. 무엇이 될 수 있을지, 
 무엇이 될 것인지 몰라. 다만 멋지다는 건 알지.

- 영화 <소셜 네트워크 (Social Network)> 발췌, 각본 아론 소킨

저자 JAMES GUSZCZA, HARVEY LEWIS, JOHN LUCKER
>일러스트레이션 ALEX NABAUM

일상적 사물의 변신

재다능했던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는 동시대를 살았던 빅토리아인들에게 당시 

과학소설에서나 가능할 법한 비현실적 미래를 예측했다. “무선기술이 완전히 적용되면 지구는 

전체가 반응할 수 있는 거대한 뇌로 전환될 것이다.”2

한 세기가 지나고 한 번 혹은 두 번의 디지털 혁명을 거친 오늘날 테슬라의 “글로벌 브레인(Global 

brain)” 예측은 현실화되가는 듯 하다. 현재 인터넷은 세계가 “가상현실(Virtual reality)”로 진입한다는 

측면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지만 그와 반대방향의 움직임도 점점 탄력을 받고 있다. 인터넷은 무선연결센서,

트리거, 구동장치, RFID 태그, GPS 위치추적기, 가속도계, QR 코드와 같은 저가 기술의 향상된 가용성 

덕분에 실제 세계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3 따라서 일상의 사물이 점점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실체의 구성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2015년에 약 50억 개의 연결된 기기가 

사용되고 향후 몇 년 이내에 그 수치가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4 가정의 스마트 자동온도조절장치,

개인용 피트니스 손목밴드, 차량 내 관측 장비부터 공장 기계설비 및 제트기 엔진에 장착된 소음, 효율성 

및 진동센서까지 이러한 기기들과 결과분석에서 도출된 인사이트 및 예측은 문자 그대로 어디에나 

존재하게 될 것이다. 

1

다



언뜻 보기에 일상의 사물이 현재보다 더 발전하고 보다 효율적이 될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항공기나 자동차, 농기계, 발전소와 같이 복잡한 기계의 경우, 태그를 부착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게 해 주요 부품의 고장 시점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파손이나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교체나 수리를 할 수 있다. 의료화물을 환경변화와 안전한 운송을 위해 모니터링할 수 있고 스마트

가로등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도 주위를 환히 비출 수 있다. 즉 현재의 제품보다 더 “스마트(Smarter)”한

기기를 만들 수 있는데, 이는 값싸고 보편화된 스마트 부품과 상호연결성이 만드는 정보의 흐름 덕분이다.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이들 기기의 특성에 최소한 두 가지 근본적 변화가 생긴다. 첫째, 오랫동안 

사물의 산출, 마케팅 그리고 유통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됐던 데이터와 정보가 점점 사물 자체에 

스며들게 된다. 예를 들어 티셔츠와 안경, 스포츠 용품, 휴대전화, 자동차, 패션 액세서리가 데이터수집과

정보전달기기의 역할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은 점점 더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의 매개체로

기능한다. 둘째,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됨에 따라 네트워크 자체가 새로운 부류의 상품과 서비스로 

부상했다. 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결된 기기들을 조율해주는 정보의 흐름 덕분에 이제 스마트 홈, 스마트 

농장, 스마트 시티에 대한 논의가 의미 있어졌다. 이러한 추세를 이용해 제품중심 기업은 정보 및 서비스 

공급자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IoT는 사회와 비즈니스 모델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일상적 사물의 변신(Transfiguration of the 

commonplace)” 현상을 낳고 있다.5 일상적 사물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일상적 사물이 구성하는 

네트워크 환경은 계속 진화할 것이다. 일상적 사물의 기본적 설계에 데이터와 정보가 유입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물은 변화한다. 

우리는 어떠한가? 

기 중심적 서술이 만연한 상황에서, 간과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있다. 바로 인간 역시 IoT의 

일부로 여겨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미디어 대표이자 인터넷 전문가인 팀 오라일리(Tim O'Reilly)는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택시회사 우버(Uber)야말로 IoT가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에 일으킬 변화의 전형을 

보여준다며, 얼핏 들으면 직관에 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우버의 경우 IoT의 “사물(Things)”인 택시기사와

승객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서로 연결된다.6

IoT가 인간까지 포함한다는 시각은 언뜻 보아 단순하지만, 이는 비즈니스와 사회적 변화에 관련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사람과 일상기기에서 끊임없이 방출되는 데이터 및 정보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제품,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종합하고 

분석할 수 있다. 더욱이 (우버의 예처럼) 이러한 정보의 흐름은 양방향이다. 수천 명의 개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여러 개가 종합되고 분석되어 개인화된 데이터 상품, 서비스 그리고 권고의 형태로 다시 개인에게

전송된다. 

둘째, “빅데이터(Big data)”의 영역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IoT가 

수집한 “디지털 빵 부스러기(Digital bread crumbs)”다. 이처럼 IoT가 수집한 데이터는 사람과 조직을 

연구하는데 있어 마치 갈릴레오 시대 천문학에 망원경과 같은 존재다. 새로운 보물창고가 발견되자 이에 

대응해 데이터 과학의 신규학문이 컴퓨터 활용 사회과학, 사회물리학, 행동 애널리틱스, 피플 애널리틱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대두하고 있다.7 이러한 신규학문은 인간, 조직, 사회 네트워크 행동을 보다 깊고 광

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인사관리, 실적관리부터 행동학적 건강관리, 근로자 리스크관리까지

광범위한 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행동학적 디자인 사고가 중요하다. 지난 30년 동안 인간의 판단 및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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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에서 행동학적 혁명이 일어났다. 오늘날, 제품 및 서비스를 인간심리에 반하는 방향이 아니라 세세하게

부합하도록 디자인했을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광고회사 오길비(Ogilvy)의 로리 서덜랜드(Rory Sutherland)에 따르면, IoT에 연결된 기기와 IoT로 

전달되는 서비스는 벌칸족(Vulcans, SF영화 스타트렉에 등장하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외계종족: 역주)이 

아닌 인간의 뇌에 맞춰 디자인해야 한다. IoT는 단지 “스마트 기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스마트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팀 오라일리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했다. “IoT는 실로 인간의 증강에 대한 것이다.”8 이제 

그 가능성을 탐색할 차례다. 

스마트 사물에서 스마트 대중으로

기 IoT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효율성 증진에 주력했다. 예를 들어 2008년 UPS(United Air 

Express,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 물류 운송업체: 역주)는 어디에서 효율성 증진을 이룰 수 있고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텔레매틱스와 모바일 기기로 데이터를 수집했다.9 UPS는 

GPS 추적장치와 차량센서, 운전기사가 소지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트럭의 경로, 차량이 운행하는 

시간과 멈춰있는 시간, 심지어 기사의 안전벨트 착용여부에 이르는 데이터까지 수집했다. 최근 이 기술은 

기사들이 가장 효율적인 물품배송 및 수거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실시간 최적경로를 제공하는

“도로통합 최적 내비게이션(On-Road Integrated Optimization and Navigation, ORION)” 프로그램으로

확장됐다. ORION 프로그램을 통해 하루에 기사 1인의 운행거리를 단 1마일만 줄여도, 이를 2017년까지

차량 전체에 적용한다면 UPS는 연간 5,0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된다. 1만 개 이상의 경로를 최적화한 

UPS는 지금까지 총 570만ℓ의 연료를 절감했고 14,000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했다. 

하지만 모니터링과 통제, 최적화 향상으로 달성된 효율성 증가가 IoT가 제시하는 기회의 전부는 아니다.10

본호의 다른 기사 “더 많은 사물이 변한다”에서 마이클 레이너(Miachel Raynor)와 마크 코틀리어

(Mark Cotteleer)는 이러한 정보흐름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11 윌리엄 에거스(William Eggers)와 폴 맥밀란(Macmillan)은 지난 호의 기사 “10억대 1(Billion to 

one)”에서 흥미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했다.12 그 주장의 핵심은 개인의 집단에서 산출되는 작은 정보의 

조각들이 축적, 분석, 이용되어 다시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개별 콘텐츠 혹은 서비스로 되돌아간다는

내용이다. 내비게이션 앱 웨이즈(Waze)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웨이즈는 운전자들(“10억”)이 이용자 경험

(도로 위험요소, 경찰활동, 교통사고 등)을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이 데이터가 종합, 분석되고, 

그 결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운전환경의 실시간 모델을 생성한다. 개인(“1”)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경로와 목적지를 계획하고 수정할 수 있다.13

웨이즈와 같은 “10억대 1” 앱 모델은 IoT가 지금까지 받았던 관심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받을 만한 특징을

보여준다. 단순히 인터넷을 일상세계로 확장한다는 IoT의 정의를 떠올려 보자. MIT 집단지성센터(MIT 

Collective Intelligence Center)의 창립자 토마스 말론(Thomas Malone)은 인터넷을 바라보는 한 가지 

유용한 사고방식을 알려준다. 말론은 인터넷이 다양한 형태의 “집단지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집단지성을 지적으로 보이는 개인들의 집단적 행동의 집합으로 간단히 정의한다.14 말론이

언급하였듯이 집단지성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팀, 가족, 군대, 비즈니스 부문에서 다양한 

수준의 집단지성이 나타났다. 새로운 점은 인터넷이 도래하기 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형태의 집단

지성이 출현했다는 사실이다. 위키피디아(Wikipedia)가 그 전형적인 예다. 고도로 정제된 그야말로 백과

사전이라 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는 수천 명의 분산된 개인이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산물로 

최소한의 중앙관리를 통해 운영된다.15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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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가 일상세계로 인터넷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 세계의 집단지성에 초점을 맞춘 신규제품 및 서

비스의 출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웨이즈의 “10억대 1” 논리는 다수(이 경우, 운전자)가 어떻게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통한 양방향 정보흐름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더 잘 조직되고 집단으로서 현명하게 행동

하는지를 보여준다. 우버와 “우버화”된 경제부문 전반도 그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실제로 “우버 

주차장”은 웨이즈의 자연스러운 보완 서비스다. 현재 웨이즈는 운전자가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선택

하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운전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주차공간을 찾느라 자주 시간을 낭비한다. 

향후에는 주차장이 운전자를 특정한 주차장소로 안내하게 될 것이다. 마치 새의 무리처럼, IoT로 연결된 

자동차와 운전자도 일종의 집단지성을 이룰 수 있다.

물론 IoT 주도의 혁신이 민간부문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여러 해 연속으로 가뭄을

겪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많은 이의 우려를 자아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대응책으로 주 역사상 최초로

의무 절수조치를 발표했다.16 절수대책에 IoT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기 중심(Device-centric)” 적인

IoT 접근으로서 배수 시스템 부품에 센서를 부착하면 “스마트” 수경재배 및 관개 시스템 사례에서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는 모니터링 및 통제를 개선하고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 기기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또 다른 예다.

IoT로 가능해진 보완책은 웨이즈와 같이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물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시민이라면 배수나 물 사용과 관련한 비효율적 측면이나 손상을 발견했을 때 당국에 쉽게 보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할 것이다. 특정 지역에서 이러한 보고횟수가 확실히 증가하면 당국은 조사에 

착수한다. 이 아이디어는 독감발발 지역을 효율적으로 추적하는 구글서치 데이터와 언뜻 비슷한 면이 

있다.17 이와 비슷한 크라우드소싱 아이디어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도로, 건물, 작업장, 비위생적인 식당과 

푸드트럭, 복합 공급망의 새로운 리스크, 우범지역, 폭력, 인권학대 등을 알려주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18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다

인슈타인의 현관문에는 다음 문구가 걸려있었다. "셀 수 있다고 모두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것을 모두 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표어는 기업과 민간 부문 리더들에게도 적용된다.

오늘날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만연한 두 가지 오류를 정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첫 번째 

오류는 대상의 중요성이 수치화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한정된다는 믿음이고, 두 번째 오류는 역으로 현재의

수치화 방식이 중요한 것을 포착해낸다는 믿음이다. IoT는 과거 망원경이 천문학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처럼 오늘날 사회에서 측정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장해주고 있다. 기존에 가려져있던 개인과

팀, 조직, 인구의 중요한 특징이 IoT가 수집한 데이터에 힘입어 표면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신흥분야인 

“피플 애널리틱스(People analytics)”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인적자원 구축과 직원 및 팀 관련 기타 의사

결정에 부족했던 지원이 향상될 것이다.

IoT에 인간이 포함된다는 전제는 “빅데이터” 개념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IoT가 수집하는 데이터 대부분이

사실은 자주,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수집되는 인간행동에 대한 데이터(Human behavioral data)다.19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 과학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갖고 싶은지 물으면 이렇게 답변했을 것이다. “현미경으로 봐야할 

정도의 초소형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있어서 사람들 머리 위를 

날아다니며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니터 할 수 있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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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로운 데이터 원천으로 인해 피플 애널리틱스, 소셜 네트워크 분석, 행동학적 건강관리, 정밀의약,

행동재정학 등 새로운 형식의 애널리틱스가 가능해졌다. MIT의 샌디 펜틀랜드(Sandy Pentland)는 

빅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빅데이터의 힘은 그것이 사람들의 믿음이 아닌 행동에 대한 정보라는데 있다. 빅데이터는 고객과 직원의 행동

그리고 당신의 사업 전망에 대한 정보다.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듯이 당신의 페이스북 포스팅이나 구글

검색기록에 대한 정보가 아니다. 회사 내부 프로세스와 전자태그(RFID)가 수집하는 데이터도 아니다. 지금 

논의하는 빅데이터는 당신의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나 신용카드 사용정보 같은 데이터다. 즉, 당신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흘리는 작은 데이터 빵 부스러기들이다.20 

새롭게 등장한 다학제적 학문인 컴퓨터 활용 사회과학(Computational Social Science, CSS)은 집단과

네트워크의 작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대규모의 행동 데이터를 이용한다. 의학 교수이자 사회 과학자인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Nicholas Christakis)는 많은 CSS 연구의 주요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 과학자에게 어떤 능력이 갖고 싶은지 물으면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현미경으로

봐야할 정도의 초소형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있어서 사람들 머리 위를 날아다니며 어디에 가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이런 작업을 실시간으로 24시간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것이다.” 21

크리스타키스의 발언의 핵심은 IoT로 어제의 데이터 “과학소설(Science fiction)”이 오늘날 데이터 과학이 

됐다는 사실이다. 코넬대학교 사회학자인 스콧 골더(Scott Golder)와 마이클 메이시(Michael Macy)의 

연구는 사람들과 인구집단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골더와 메이시는 수백만 건의 

트위터 공개 메시지를 분석해 아침의 좋은 기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빠지는 정도를 측정 및 계량화하여,

사람들의 행복과 일조량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22 물론 이 연구결과는 직관적이다. 

하지만 핵심은 이처럼 대규모 집단수준의 특징과 행동이 이제 단지 설문조사가 아닌 과학적 분석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다. (펜틀랜드 교수가 사람들의 믿음이 아닌 행동을 측정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해보자.) 

비슷한 방법이 비즈니스 세계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행사나 광고 캠페인을 

시행한 후에는 여론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CSS는 

공중보건 분야에 혁신을 일으킨다. 크리스타키스와 파울러(Fowler)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비만이 “전염”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달리 말하면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비만이 많은 사회적 환경에 처하면 같이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았다. 비슷한 영향력이 십대의 임신과 흡연에서도 인식됐다. 이러한 인사이트는 건강한 행동습관을

장려하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데 유용하다.23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CSS 방법론 적용의 장래성이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인사관리는 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채택이 더디기로 악명 높은 영역이다.24 채용과 평가, 승진, 지도에 대한 결정이 여전히 대부분 주관적 판단에

근거해 이뤄진다. 하지만 이제 점차 근무자의 일상 업무에서 “디지털 빵 부스러기”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람들과 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근거 없는 판단에 의지하는 대신에 데이터 주도적인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예측된다.25

물론 이러한 모니터링은 많은 사람에게 침해 받는 기분이나 “오싹(Creepy)”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지만, 

대안의 결점을 생각하면 고려할 가치가 있다. 입사 지원자와 직원 성과평가에 근거 없는 판단을 이용하면 

그 과정이 집단사고, 후광효과, 팔이 안으로 굽는 심리, 기억하기 쉬운 경험의 일반화 등 온갖 인지적 

오류로 점철되고 만다. 유명한 책 <머니볼(Moneyball)>에 나타나듯이, 주관적 판단에 기반한 채용

결정에는 인지적 오류가 고질적으로 작용해 인재채용에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일맥상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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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교향악단에서 외양이 아닌 소리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오디션을 실시한 이후 여성단원의 

채용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26

샌디 펜틀랜드의 한 프로젝트는 보다 현대적인 접근사례를 제시한다. 생산성 개선을 원하는 콜센터 업무

외주업체의 의뢰를 받고, 펜틀랜드의 연구팀은 콜센터 직원이 전화상담을 수행하는 동안 음성패턴을 

포착하는 전자기기, 소시오미터(Sociometer)를 설치했다. 이 기기는 대화의 실제적 내용이 아닌 어조나 

높낮이 같은 대화의 패턴만을 기록했다. 연구팀은 직원 목소리의 고저 변동폭이 (권위적이라기보다 환영

하거나 노래하는 듯이 말하는지 알려줌) 전화상담의 성공 혹은 실패 예측의 좋은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27

따라서 펜틀랜드의 소시오미터는 그 동안 중요하지만 불완전하고 일관되지 않게만 인식되어 왔던 비언어적

의사소통 형식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 이러한 기술이 교사, 공중보건 종사자, 세일즈 마케팅 

전문가, 의료계 종사자의 지도 및 교육에 사용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말콤 글래드웰

(Malcom Gladwell)은 저서 <블링크(Blink)>에서 의사의 담화패턴과 의료과실소송 간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를 인용한다. 연구에 따르면 상냥하게 말하는 의사일수록 권위적 분위기를 풍기는 의사보다 

의료과실로 고소당할 확률이 낮았다. 다른 리스크 요인과는 별개로, 호감을 주는 의사일수록 호감이 

가지 않는 의사보다 고소당할 확률이 낮았다.28

비언어적 소통능력은 IoT로 생성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 보다 잘 식별될 수 있는 개인수준의 특성 

중 하나이다. 또한 사회관계 측정 데이터로 팀의 집단지성 같은 집단수준의 특징이 예측될 수 있다고 

밝혀졌다. 이 데이터는 리더가 권위적인지 호기심이 많은지, 팀원들이 얼마나 동등한 수준으로 발언하고 

경청하는지, 몸짓과 다른 형태의 소통수단이 활용되는지 여부 등을 포착해낸다.29 디지털 분비물(Digital 

exhaust)이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함에 따라, 이제 팀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

조직은 채용결정과 성과평가를 할 때 중점을 둬야 할 최적의 분석단위가 개인이 아닌 팀 수준의 성과가 

아닌지 고려해봐야 한다. 

가상의 두 직원 앨런과 베스의 예를 생각해보자. 겉보기에 두 직원은 역할 및 재직기간, 업무영역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사실은 바로 두 사람의 네트워크 상 위치가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앨런은 유대가 긴밀한 직원집단의 중심인물이다. 베스는 비록 어떤 특정 

집단에서 중심인물은 아니지만 IT부서와 마케팅 부서, 양쪽 모두에 강한 네트워크를 가진 사실상 유일한 

직원이다. 외관상으로는 베스가 더 부족한 직원으로 보일 수 있다. 특정 집단의 특정 일원의 시각에서는, 

베스의 기여도는 보통이거나 막연한 듯하다. 하지만 조직 전체의 시각에서 보면 베스는 조직의 전문가 

네트워크에 존재할 수 있는 중대한 “구조적 구멍”을 메운다. 상이한 두 집단 사이의 실질적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이다.30 겉으로 보이는 것과 반대로 조직이 베스를 놓친다면 

앨런을 놓칠 때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사실은 직원을 평가하고 보상을 

결정할 때 기껏해야 드물게 인식되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드러나지 않는다. 

이 때 다시 한번 IoT를 매개로 한 행동 데이터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가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내는가와 같은 사회관계 측정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조직의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31 기존의 인재관리 관점에서 볼 때 새롭고, 객관적이며, 가치 있는 가상의 앨런과 베스의 

비교가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해 간단명료하게 이뤄진다. 이 사례에서, 베스가 지닌 “매개 중심도

(Betweeness centrality,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사용되는 표준 계량지표)”는 앨런의 수치보다 훨씬 

높다. 연결성과 구심성에 대한 다양한 척도를 사용해 마찰과 성과를 예측하고, 전략적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립된 직원이나 집단을 식별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 단순하지만, 피플 애널리틱스에 대한 시사

점은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의 규모와 위치는 마찰 리스크와 상관관계가 있고, 조직의 성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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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인의 공헌을 적절히 인식하는 데도 크게 관계가 있다. 또한 이메일 데이터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악당직원(Rogue employee)”의 조기감지와 기업 스캔들의 사전방지에도 유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32

지금까지 피플 애널리틱스가 인사부분에 가져올 혁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 행동 디지털 

데이터와 컴퓨터 사회과학 방법론도 다양한 영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리라 예상된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개인의 신용 데이터가 자동차 사고 가능성 예측에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슈퍼마켓 

회원카드 데이터로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인구집단 내 당뇨와 

흡연 같은 행동의 확산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추적조사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마케팅담당자는 개인의 

행동과 소셜 네트워크 상 위치에 대한 세부정보를 분석해 고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각각의 경우 IoT가

포착한 디지털 빵 부스러기가 의미 있는 것을 더 잘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변화를 위한 행동설계 

서 논의했던 웨이즈와 우버의 예는 사람을 사람끼리(기사, 승객, 택시회사 운영자) 그리고 사물

(자동차, 주차공간)과 연결함으로써 등장한 집단지성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다.33 딜로이트가 

“10억대 1”이라고 부르는 양방향 정보흐름은 개인이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가격 시스템이 지배하는 자유시장과 유사하게, 개인(미시)의 효용 극대화 행동이 대중 

수준(거시)의 조화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정보에 근거한 숙고(Well-informed deliberation)”와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선택(Utility-

maximizing rational choice)”으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심리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은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 

(Thinking, Fast and Slow)>에서 인간의 인지능력을 “이중사고구조(Dual mental process)” 이론으로

설명한다. 카너먼이 시스템1(“빠르게 생각하기, Thinking fast”)로 명명한 사고는 빠르고 자동적이며, 

논리적으로 일관된 데이터의 분석보다 서술적으로 일관된 이야기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시스템1 사고를

구성하는 많은 심리적 지름길(“어림법, Heuristics”)은 체계적인 편향성이 있다. 시스템1 사고는 통계에 

취약하고 장기적 이득보다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이득을 선호한다는 면에서 현재 편향적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스템2(“느리게 생각하기, Thinking slow”) 사고는 논리적이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과 스타트렉의 스팍(Mr. Spock)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가용한 모든

증거를 찾고, 그 증거를 이야기 전개가 아닌 논리를 적용해 평가하며,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단기적 

즐거움을 포기한다. 

웨이즈의 사례는 IoT가 어떻게 시스템2 유형의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지 보여준다. 앱이 더 빠른 경로를

제안하면 우리는 계획을 바꿔 제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유사하게, 앱의 버튼을 누르는 동작만으로 

주차비를 미리 정산하고 주차가능한 공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빈자리를 찾아 헤매기보다 이 

제안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웨이즈는 증강지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올바른 정보를 제시해주면 

적합한 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방에 편재한 시스템1 사고 때문에 모든 결정이 그렇게 쉽게 개선되지는 않는다. 

칼이라는 가상인물의 예를 살펴보자. 칼은 아침식사로 도넛을 하나 더 먹을까 아침운동으로 수영을 갈까

고민 중이다. 칼의 새로운 스마트워치에 도넛 한 개의 칼로리 섭취량과 1.5km를 수영 할 때의 칼로리

소모량이 나란히 나타난다. 이런 증강지능이 칼이 도넛의 유혹을 물리치고 수영을 하러 가도록 만들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34 이 때 필요한 것은 증강지능이 아니라 증강 

행동이다. 칼은 앱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정보 없이도 이미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알고 있다. 리처드 탈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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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가?  

IoT가 인간을 포함한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개인정보보호, 투명성,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소유의 이슈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스마트 홈과 자동차, 운송 네트워크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기업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흘리는 디지털 빵 부스러기를 근거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고 개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추론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다.  비슷하게 소비자는 맞춤형 판촉 및 할인제공을 대가로 슈퍼마켓 체인이 자신들의

구매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오랫동안 허용해왔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가 행동학적 건강관리 및 정밀의료 적용에도 

사용되어왔다는 점은 예상할 수 있지만, 데이터 중개인이나 보험사가 은밀하게 혹은 여러 방법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는 당연히 다수가 불편해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많은 사람이 모든 행동이 감시 당하는 세계에서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IoT가 가능하게 해준 혜택, 혁신 그리고 분석적 인사이트와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사회를 

유지하려는 필요 사이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 

샌디 펜틀랜드와 리처드 탈러와 같은 전문가는 이러한 교착상태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이터 사생활 보호와 

소유권에 대한 체계를 제안한다. 펜틀랜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데이터 뉴딜정책(New 

deal on data)”을 주장한다. 펜틀랜드가 제시하는 프레임워크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전적으로 통제하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를 배포할 권리를 행사한다. 동시에 펜틀랜드는 공동의

선을 증진하는 컴퓨터 사회과학에 적용하기 위해, 개인이 익명화된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제안한다.42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자이자 행동재정학의 창시자인 리처드 탈러는 시종일관 같은 주장을 펼친다.  그는 데이터 개인정보보호와

정확성, 보안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논제로는 보다 중대한 이슈 즉,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에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탈러는 기본원칙으로서 “기업이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하면 그러한 정보를 해당 소비자가 다운로드와 다른 웹사이트로 전달하기 용이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은 기업(은행, 보험사, 이동통신사, 인터넷통신사)에 정보를 대여한 것이고 따라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사본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43

탈러의 아이디어는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정부는 은행, 에너지기업, 이동통신사에 탈러의 제안에 따라 구축된

“미데이터(Midata)”라는 프로그램을 따르도록 권고한다. 영국은 최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권고안을 잘 따르고 있음을 

파악한 후 이를 의무화하려던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44 미국의 경우 개인은 연방정부의 “블루버튼(Blue button)” 

프로그램을 통해 표준형식의 의료기록을 자신이 신뢰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와 공유하기 위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45

탈러의 프레임워크가 널리 적용되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려는 업계와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한편 

사람들이 데이터를 최대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경제의 성장을 독려하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 이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자. 기업이 소비자인 당신에게 참여의 대가로 무언가 제공하면 어떨까? 슈퍼마켓이 당신의 구매기록을

당신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자.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스마트한 모험사업가가 당신의 허리는 날씬하고 지갑은 두툼하게

해줄 저렴하고도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는 앱을 개발하고 있을지 모른다. 앱은 돈을 절약해 줄뿐만 아니라, 구매하려는 상품에

견과류나 글루텐 같이 소비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료가 함유돼 있으면 알레르기 경고도 전달한다.”고 탈러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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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Thaler)와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이 제시한 유명한 용어 넛지(Nudge)를 인용하자면, 

행동 넛지는 칼이 의도에서 행동으로 가는 “최종단계(The last mile)”를 넘어서도록 독려할 것이다.

행동넛지 과학의 핵심개념은 선택설계다. 세세한 인간심리를 거스르는 방향이 아닌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선택메뉴를 설계하는 것이다. 행동경제학의 일반 주제는 인간의 선택이 가용한 대안뿐만

아니라 대안이 제시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식당의 손님은 메뉴에 50달러와 

75달러 앙트레가 동시에 있으면 50달러 요리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더 비싼 대안과 비교해 50달러 

앙트레는 꽤 괜찮은 선택으로 보인다. 똑똑한 식당경영자라면 매우 고가의 요리를 심리적 기준점 역할을 

하는 “미끼”로써 메뉴에 기재할 것이다. 이처럼 간단한 예에서도 어떻게 특정한 디자인 사고가 행동변화를

유도하는지 알 수 있다.35

행동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사람들이 사회적 규범을 어기기 싫어하고 일련의 안정적인 

선호도보다 “사회적 증거(남들이 하는 것)”에 기반해 행동한다는 사실이다. 에너지기업 오파워(Opower)는

이러한 인사이트를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활용한 사례로 유명하다. 오파워는 

사람들에게 전력 사용량을 이웃과 비교해서 알려주는 방법이 경제나 환경을 이유로 호소하는 편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고객발송 우편물에 적용하고 있다.36 

비슷한 논리가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물을 절약하게 하기 위해 동류집단과의 비교를 이용하면 이 역시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연결된 기기와 집단지성 아이디어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

• 행동학적 건강관리 분야에서 자가측정기기 앱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와 비교해 얼마나 잘 수행

했는지 뿐만 아니라 친구와 비교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도 같이 보여준다. 

• 보험료를 보다 정확히 책정하기 위해 보험사가 수집하는 차량용 텔레매틱스 데이터는 운전자에게 

정기적 피드백 보고서를 제공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보고서는 안전운전을 장려하기 위한 행동 

넛지로써의 동류집단과의 비교(증강행동)뿐만 아니라 개인 맞춤화된 운전조언(증강지능)도

제공한다.37 

• 행동재무기업 헬로 월렛(Hello Wallet)은 개인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복합정책을 수립했다.

또한 고객이 개인재정을 더 잘 통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동류집단과의 비교를 제공하고 있다. 

• 뎁매드 그룹 모니터링 시스템(DebMed Group Monitoring System)은 컴퓨터 칩을 전자 물비누

용기에 탑재해 병원 내 각기 다른 병동의 의료 직원들이 얼마나 자주 손을 씻는지 기록했다. 회사는

그 결과를 세계국제보건기구(WHO) 표준 기대수치와 비교한 후 병원에 보고했다. 영리한 “사회

물리학(Social physics)”과 넛지사고가 이 개념에 반영돼있다. 피드백 보고가 개인이 아닌 그룹

단위로 주어졌는데, 여기서 인사이트는 팀의 “성과”를 하락시킨 “장본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38



66 우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Deloitte Review  D E LO I T T E R E V I E W. C O M

동류집단 비교와 “사회물리학”의 영리한 활용 외에도, IoT 연결 기기의 디자인과 관련된 행동과학적 사고의

다양한 적용방안이 존재한다. 그 가능성이 너무나 다양해 간단한 요약이 불가능할 정도다. 예를 들어 

비마인더(Beeminder)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프로그램으로 설정하는 앱과 자가측정기기를 

결합한 제품을 내놓았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을 지불하겠다고 사전에 서약함으로써 사용자의 

목표 달성률을 높여줄 수 있다.39 고객에게 다수의 대안을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예. 뮤추얼 펀드 회사, 

케이블 TV 서비스 제공업체), 선택 과부하를 방지하여 소비자 관여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상품

추천 엔진이나 선택을 간소화한 맞춤형 메뉴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40 마지막으로 건강, 복지, 환자의 

처방이행은 디지털화로 가능해진 행동 넛지 디자인 적용 분야로서 유망한 영역이다. 가령 센시오 시스템

(Senscio System)의 이비스케어(IbisCare)는 만성질병으로 고생하는 노년층의 처방 이행도를 개선하기

위해 응용행동경제학과 데이터 애널리틱스, IoT 기술을 결합해 사용한다.41

같은 분야에서 데이비드 로즈(David Rose)의 “글로우캡”이 장착된 IoT 연결 알약용기도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 환자가 시간 맞춰 약을 먹도록 넛지하는 방식이다.46

이들 아이디어는 IoT 연결기기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적절한 행동 디자인 사고와 결합되어 어떻게 

혁신적으로 사용되는지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보험사나 수도∙전기∙가스, 은행 같은 기존의 상품중심 

산업이 보다 고객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해 진부화를 피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데이터 

과학과 디지털 기술, 행동 디자인 사고가 융합되어 현대적 방식으로 “선을 행하여 잘 할 수(Doing well 

by doing good)” 있도록 해준다. 창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IoT를 따라 이동하는 디지털 빵 부스러기는 

인간이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약 복용, 다이어트, 운동 그리고 재정과 관련된 결정을 

현명하게 내리고, 자원을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을 이루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 모두 함께

시 한번 팀 오라일리의 말을 인용하며 글을 맺으려 한다. “IoT에 대해 생각할 때 인간과 사물 간 

상호작용의 복잡한 체계에 대해 생각해야만 한다. 그리고 센서와 집단지성과 구동계가 어떻게 

수행방식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지 자문해야 한다.” 47

오라일리가 언급했듯이 IoT가 인간을 포함한다는 사실은 스마트 기기와 스마트 네트워크 기기가 약속하는

가능성을 훨씬(이미 상당히) 넘어서는 IoT 혁신이 주는 기회를 시사한다. 첫째, IoT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지성의 형성을 전제로 인간에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며, “1”에게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억”으로부터 수집한 종합정보를 활용하도록 해준다. 

둘째, IoT로 수집한 행동 디지털 정보를 컴퓨터 사회과학의 새로운 도구로 분석하면 개인, 팀, 조직 

그리고 인구의 지금까지 숨겨졌던 특징을 보다 잘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피플 애널리틱스, 리스크 

관리, 보건 등과 같은 분야에서 일어날 혁신에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라일리의 설명처럼 사물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체계의 21세기를 상상하고 구축할

때 행동 디자인 사고는 필수다. 그러한 세계는 분명 벌칸족이 아닌 인간의 마음을 염두하고 설계돼야 한다.

IoT의 핵심은 더 스마트한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욱 스마트하게 하는 것이다. IoT는 인간에

대한 것이다.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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