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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기업 CEO들은 4차 산업혁명

의 장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인터넷의 

가치사슬(value chain), 비즈니스모델, 시장전망, 생태

계 조성 동향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1]. 또 세계경제

포럼(WEF)은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을 글로벌 의제

화하고, 물리 디지털, 물리 생명체, 디지털 생명체 영역 

간의 기술 융합과 생산 시스템이 사이버물리시스템

(CPS: Cyber Physical System)이라고 발표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리고 이후 10년간 사이버물리시스템 기반 산업이 

전체 산업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도시, 에너지, 

교통, 농업, 제조업, 의료분야의 글로벌 산업을 역동적

으로 변화시키고, 인간과 기기 간의 새로운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

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산업인터넷 혁명으로 인한 기

술변화의 파도가 사회와 기업에 전례 없는 기회를 가져

다 줄 것으로 예측한 이유는 산업인터넷이 전 세계에 걸

쳐 있는 인터넷, 기계, 공장 및 인프라 시설 등 물리 시

스템을 직접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1][2]. 

세계 경제 포럼 컨설팅사인 액센츄어(Accenture)는 

산업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10조 6천억달러(’30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며, 법 제정과 같은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로 14조 2천억달러(30% 증가)로 경

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3]. 특히 현

재 생산성 유지 부분에 투자할 경우 6조 1천억달러, 기

술 및 초고속 네트워크 부분에 투자를 50% 확대할 경우 

미국은 GDP(Gross Domestic Product) 2.3%(7조 1천억

달러), 독일 1.7%(7천억달러), 중국 1.3%(1조 8천억달

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4][5]. 최근 인터넷이 소

비자 중심에서 산업계 중심으로 진화함에 따라 기존 자

국 산업경쟁력을 기반으로 Industrial IoT(미국), Industry 

4.0(독일), 차이나 2025 정책(중국)을 강력하게 추진하

여 글로벌 기술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고 있다[6].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10억달러를 투자하여 국가제조혁신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디지털 제조/설계 연구를 추진하

고 있고, 아태지역 기업들은 600억달러(’20년) 투자를 

추진해 오고 있다[7]. 현재 한국의 글로벌 IIoT 순위는 

11위에 머무르고 있다[4][5]. 

Ⅱ. Industrial IoT개요 

1. Industrial IoT 정의 및 분류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이라는 용어는 최초로 

GE(General Electric)가 사용하였다[7][8]. 그리고 

Industrial Internet(of Things)[3],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9]-[12], Internet of Industrial Thing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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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IoT[14]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축약하여 

IoT[12], IIoT, IoIT, EIoT로 표현된다. 다양한 이름을 

가진 산업 인터넷은 국가별, 기업별로 각각의 정의를 내

리고 있다. 주요 정의를 살펴보면, 사물인터넷 컨소시엄

(IIC)은 사물인터넷/기계/컴퓨터/인간이 기업 성과개선

을 목적으로 최첨단 데이터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지능

적으로 산업을 운영하는 것[8][15], 액센츄어는 사물인

터넷과 빅데이터 분석의 조합[16], 그리고 GE사는 데이

터와 효율성 개선, 생산성 가속화 및 운영비 에널리틱스

로으로 사람과 기계의 상호접속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

로 정의한다. 종합하면 사물인터넷은 스마트한 기계와 

최상의 데이터 분석 조합으로 기기 인프라 변환, 오류 

시간의 축소, 수익성, 효율성 개선 등 사업에 혁신을 유

발한다고 볼 수 있다[17][18]. 그러나 산업 시스템을 에

너지, 국방, 항공 등 산업의 핵심적 기기 센서에 연결한 

뒤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비상

사태를 유발 할 수 있다[19].  

Dimitry Gorinevsky(스탠포드대학 교수)는 기업의 고

비용 장비(산업인터넷)를 저비용 단말(사물인터넷)에 연

결되는 것으로 분류한다[14]. 미국 의회 조사국은 산업

인터넷을 제조업/비소비자 산업 분야로 사물인터넷의 

소비자 기기와 분류하며 사이버물리시스템에 포함한다

[12][20]. 유럽 의회 조사처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기타 국가에서는 스마트 제조, 스마트 산업, 첨단제조 

등과 같은 부류로 본다[21].  

2. Industrial IoT System과 서비스 기업 

산업인터넷은 ①편리성(사물인터넷)과 더불어 ② 효

율성 ③ 안정성, 그리고 투자 대비 ④ 생산성을 개선하

기 위해 시스템이 동시에 구동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동

시 구동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항시 연결, 보안, 

데이터 분석, 자산관리, 스마트 기계가 필수적이다. 산

업인터넷은 시스템의 시스템으로, 하나 시스템은 센서, 

또 하나의 시스템은 별도로 데이터 수집/전송하고 나머

지는 데이터 진입과 백엔드저장/분석을 수행한다. 따라

서 시스템 수요자인 기업들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정보

나 비즈니스 가치를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공급자는 파트너사와 공동으로 작업하거

나 인터페이스를 분류하고 시스템 기능의 고부가가치 

부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장비업체는 시스템 소비자

를 산업인터넷에 참여시켜 이해시키고 그들이 전반적인 

시스템의 비즈니스 가치에 대하여 인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 된다. 시장에서는 시스템 연동에 따

른 도매거래관계가 발생하고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통신네트워크, 인프라, 플랫폼, 디지털 운영/관리, 사업

/기술 컨설팅, 시스템통합 기업 등의 사업자들이 참여

하게 된다[20]. 

3. Industrial IoT Value Chain 

Markets & Markets[22]는 산업인터넷 시장을 이루는 

가치사슬이 크게 반도체, 연결,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비즈니스, 솔루션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일련의 가치사슬은 맞물려있기 때문에 각 부문의 사업

자들은 상생과 파트너쉽 형태의 생태계로 나아가고 있

다. 가치사슬별 사업자를 살펴보면, 먼저 Intel, 

Broadcom과 같은 센서, 모듈 등 반도체 부문의 하드웨

어사업자가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스마트 그리드, 

자동화 기술 등 반도체 기능의 스마트화로 산업인터넷 

생태계를 이루는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연결

부문의 사업자는 유선 기술과 셀룰러, LAN, WAN 등 

무선 기술과 관련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M2M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는 핵심 사업자로 AT&T, 

버라이즌 등 통신사들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

근 세계 주요 이통사에서는 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을 확대하는 추

세이다.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솔루션단계에서는 GE, 

IBM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자체 플랫폼 및 데이터 분

석 기법을 활용하여 융합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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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업체별 세계 산업인터넷 시장 점유율 순위를 살펴보

면 GE, 인텔, 시스코, IBM 순이다. GE는 빅데이터·예

측 솔루션 등 분석 시스템 개발을 선도하면서 산업인터

넷 시장에서 1위 사업자를 차지하였다. 2위를 차지한 

인텔은 IoT 사업 부서를 독립적으로 만들면서 산업인터

넷용 프로세서, 반도체 사업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

다. 전통적으로 네트워킹 산업에 강세를 보인 시스코는 

기기와 센서, 소프트웨어 간 연결 사업에 집중하여 3위

를 차지하였다. 

4. Industrial IoT 비즈니스 가치 

산업의 자동화 계층은 PRM(Purdue Reference 

Model, ISA-99)으로 설명된다[(그림 2) 참조][14]. 통상

적인 컴퓨터 시대의 자동화는 PRM의 Level 2 또는 그 

이상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전통적인 자

산·프로세스 또는 제조 집약적인 산업이 IP(Internet 

Protocol) 제어기, CPU(Central Process Unit) 기기 도

래로 자동화 위계를 단순화키시고 있다. 광범위한 고품

질 인터넷 통신이 Private Network를 대체하고 있고 엣

지(Edge) 단계에서는 정교한 컴퓨터, 스토리지, 센서/기

기(통신모듈)의 폭발적 증가로 전통적인 제조 등 자산, 

프로세스의 계층화 모델을 변화에 직면하게 하고 있다

[23]. 산업인터넷의 기술혁신이 클라우드 시스템 분야 

IP 제어기, CPU 기기들의 성능 향상해 Level 0-1의 기

기들이 Level 4-5 시스템과 직접 통신이 가능하여 미들

웨어(Level 2-3)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24]. Dimitry 

Gorinevsky는 PRM 모델을 정보기술, 데이터, 운영시

스템으로 3분류하고 산업인터넷의 운영시스템은 데이

터를 지속적으로 데이터시스템(persistent data)에 축적

하며 정보기술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의 데이터를 이용하

여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게 됨을 설명한다[14]. 산업

인터넷 프로세스에서 잠재적 수요기업은 데이터를 플랫

폼에 모집/관리하고 필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

는데, 이 경우 플랫폼 투자비용이 발생하고 어플리케이

션은 데이터 처리·분석에 따른 수익가치가 창출하게 된

다는 것이다.  

Ⅲ. Industrial IoT 시장전망 

산업인터넷은 사물, 연결, 게이트웨이(제어기), 데이

터/어플리케이션으로 분류될 수 있다[25]. 요소기술별

로는 연결(M2M), 하드웨어(센서모듈/보안/서버/스토리

지/기타), 소프트웨어(분석/어플리케이션/플랫폼/보안), 

서비스(IT/콘텐츠)로 세분 가능하다[9][22]. 그리고 사물

을 중심으로 제트엔진, 로봇, ATM 등, 또는 산업을 중

심으로 제조, 교통, 에너지, 의료 등으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다. 최근 산업인터넷 시장은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

물의 폭발적인 증가로 센서/기기 비용은 매우 낮아지고 

프로세싱 파워와 데이터 스토리지는 더 강력해지고 있

다.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는 빅데이터는 더욱 

효율화되고 센서/소프트웨어/임베디드 장비는 더 스마

트 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과 운영시스템 융합이 가

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특징하에 IDC는 관련 시장

규모(’20년)는 약 1조7천억달러 수준이며 요소기술로는 

점유율 기준(’20년)으로는 센서, 연결, IT, 콘텐츠, 어플

리케이션, 플랫폼 각각 32%, 22%, 15%, 13%, 11%, 3% 

순, 증가율 기준(’20년)으로는 분석, 플랫폼, 연결성/콘

텐츠, 보안 각각 20%, 19%, 18% 수준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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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표 1>에서 처럼 MC(Mind Commerce) ’15년 현

재 산업인터넷은 테스트베드 구축단계로 소프트웨어플

랫폼/어플리케이션, 센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가 연결되면서 연평균 12.9%씩 급격하

게 성장하여 약 1.42조달러(’20년)로 추정한다[9]. Frost 

& Sullivan은 산업인터넷을 센서기준 분류시 산업프로

세스 제어, 스마트시티, 보안/안전, 의료 각각 37%, 

16%, 7% 순으로 전망한다[27]. 

산업별로는 2015년 기준 전체산업 중 제조업 시장 비

율이 33%로 가장 높이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는 생산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통신프로

토콜 및 보안 환경을 구축하여 산업인터넷 인프라를 확

대 중이다. 유틸리티(전기/가스/수도 같은 공익사업) 분

야는 스마트그리드 등 산업인터넷 솔루션을 적용한 기

술을 개발/활용하여 제조업을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 

규모로 성장 중이다. Markets & Markets는 산업인터넷 

시장이 2천2백억달러(’15년)에서 연평균 8%씩 상승하

여 3천3백억달러(’20년)로 전망한다. 이는 MC보다 보수

적이다. 지역별 시장 규모는 미주지역이 산업인터넷 시

장의 35%(’15년 기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

나 ’20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

로 전망한다. 이 지역 내 개도국들의 산업인터넷 인프라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잠재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인터넷 구성요소별로는 센서에서 

수집된 미가공 데이터를 분석하는 메모리·프로세서(기

기에 내장), 여러 기기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 

시장(’15년 기준)이 각각 38%, 30%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리고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가 소형화되고 단가가 낮아지면서 연평균 18%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Ⅳ. Industrial IoT 생태계 조성 동향 

1. NIST 연구소 

2014년 국가표준기술연구소(미 상무부 산하기관)는 

전력, 의료, 재난복구, 교통, 빌딩 분야 스마트 시스템 

확산, 사물인터넷의 폭발적 증가, 시스템들의 시스템 솔

루션 수요 증가 현상을 고려하여 사이버물리시스템 작

업반을 구성하였다[28]. 이 시스템 기술은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제조, 스

마트가전, 스마트홈 등 스마트 관련 기술을 포함한다. 

연구소는 이 시스템이 국가 핵심인프라, 미래 스마트 서

비스 토대를 형성하여 건강관리, 비상상황대응, 교통상

황관리, 전력 송배전, 기타 예측이 불가능한 다양한 분

야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한다[(그림 

3) 참조][29]. 2016년 2월 연구소장(Willie E. May)은 산

업인터넷은 일반기업과 경제성장에 매우 큰 기회이며

Digital Economy의 핵심요인으로 신 패러다임을 창출

하는 것이라고 미국 산업인터넷 세계 포럼에서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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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후 미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Indu-

stry’s National Lab’을 미국 전역으로 설치를 추진해 오

고 있다. 또한, 국가·사회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Next Big Thing’을 지속해서 살피고 있고 연구소, 산업

계 분야경쟁과 도전 프로그램 조정을 해오고 있다[12]. 

연구소는 대규모 산업인터넷이 현지 초기 단계로 인식

하고 인력/물리/공학/보안 등 ‘Trusted IIoT Infrast-

ructure’를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기업의 산업인터넷 기술에 대한 지적재

산 연방정부 기관의 테스드베드 시스템하에서는 누출이 

없게 추진되어 기업에 혜택을 주며 해로움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신뢰 기반산업인터넷 ‘테스트베드’를 제공한

다는 것이다. 현재 연구소 내에는 산업인터넷 관련하여 

빅데이터, 클라우드, 스마트전력, 사이버물리시스템 작

업반이 운영되고, 작업반은 산업인터넷 솔루션을 통한 

효율적 시장 창출을 위해 Framework Documents, 미

래기술 Roadmap을 발표한다. 

2. IIC 컨소시엄 

2014년 3월 IIC 컨소시엄은 GE, Cisco, IBM, Intel, 

AT&T 5개사 주관으로[30] 기기설비 및 시스템 기업들

의 성과개선 목적으로 출범되었다[(그림 4) 참조]. 즉 상

호운용성, 공통아키텍처, 오픈 표준화를 이용하여 사물

과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를 연결하는 생태계로 산업인

터넷 성장을 가속하는 것이다. 컨소시엄 거버넌스는 법

제, 마케팅, 보안, 기술, 테스트베드 그룹 등으로 연구협

력 교류, 기술, 보안,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사에 지

원한다. 구체적 영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커뮤너티, 

상호운용성, 보안, 신제품, 서비스 혁신, 프로세스구축

이다[8]. 2017년 기준 27개국 260여개 기업(2016년 기

준 18% 증가)이 참여하여 개별 기업, 전체산업, 그리고 

세계 경제의 생산성 제고 목적으로 산업인터넷 표준화

를 주도한다[32]. 

컨소시엄의 전략은 산업인터넷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플랫폼화 시키는 것이다[33]. 대

표적 테스트베드는 Track & Trace이며 항공기 제조산

업 옥내 궤적, 선박·항공 이동노동자 전동공구 관리, 제

조 산업 환경에서 수동기구 들을 스마트 하게 유지하고 

관리한다. 전동 공구는 데이터를 측정하고 중앙데이터 

베이스로 정보를 전달한다.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사

용하고 분석자료는 제조 산업의 품질 개선을 지원한다. 

제조 기업은 고정밀 옥내 위치, 실시간 데이터, 자산관

리, 모니터 및 제어로 성능 개선으로 사업적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34].  

다음으로는 Microgrid Communications and Control 

테스트 베드로기계간, 기계 대 제어센터, 기계가 클라우

드 데이터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시간의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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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버스의 실행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RTI(Real-Time Innovatiosn)는 산업인터넷을 위해 자

사 기반의 통신 플랫폼을 사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버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NI(National Instrument)는 그

리드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어 및 분석을 위한 지

능형 노드를 제공한다. 그리고 Cisco사는 Connected 

Grid Router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 전문을 

기술을 제공하며, Duke Energy 및 SGIP(Standard 

Grid Interoperability Panel)는 상호협력하여 수용 가능

한 아키텍처를 보장한다[(그림 5) 참조][30][35].

3. GE 제조사 

2010년 GE는 주요 사업을 제조업으로부터 소프트웨

어로 전환하고 2013년부터 산업인터넷 플랫폼 기반 생

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기업은 10억 달러 규모 투자

로 Predix 플랫폼을 개발하고 산업별 Predictivity 특화 

솔루션을 확장하고 있다. Predix는 항공엔진(항공사), 

가스터빈(발전소), MRI 스캐너 등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이 기기(machine)를 효

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한다. Predictivity는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고객의 기기 운영이 멈추

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2014년에는 월드테크(산업인

터넷 보안기업)를 인수하여 운영기술 보안을 강화했다. 

이 보안 기술을 표준화하여 플랫폼과 솔루션보안 강화

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아

마존, AT&T, 시스코·인텔, 피보탈, 액센츄어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산업인터넷 기반을 다졌다[27]. Predix 

SW에 시스코 장비(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시스코 라우

터는 유류와 가스 채굴의 극단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

고, 인텔 프로세서와 통합으로 어떤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산업인터넷 무선인터넷 솔루

션 제공을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이동망 사업자들과 파

트너 관계를 체결하고 산업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IBM·시스코·인텔·AT&T 

기업과 산업인터넷 컨소시엄 창립하여, 세계 시장 진출

에 매우 적극적이다. 나아가 차이나 텔레콤과 파트너십

을 체결하여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산업인터넷 기반 생

산관리 소프트웨어 Predix를 제공할 계획이다. 차이나 

텔레콤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신규 기술을 바탕으로 

매년 800억위안을 투자하여 인터넷-물리분야 산업을 

융합하는 인터넷 플러스백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협

력은 ‘Made in China 2025’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GE는 NTT 도코모와 

산업인터넷 솔루션 제공에 관한 업무제휴 각서를 체결

하고 도코모의 통신 모듈과 GE사 산업용 기기 무선 라

우터인 ‘MDS-Orbit’ 플랫폼을 연계시키고자 하고 있

다. 산업별 시장 규모에서 높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틸리티(전기/가스/수도), 도로나 교량, 플랜트 등 설

비에 도코모의 모듈을 내장한 GE사의 Orbit 플랫폼을 

설치하여 민간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원격지에 있

는 인프라 설비 가동 데이터를 실시간 파악하는 것이 가

능하다. 또한, 이의 빅데이터를 산업인터넷 플랫폼 

‘Toami’ 상에서 이동망 사업자 NTT 도코모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연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도코모는 

그의 사업자산과 GE사 사업자산을 서로 연결하여 새로

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파트너쉽를 강화할 계획이다. 

4. 통신망 사업자 

2016년 1월 AT&T는 애틀란타, 시카고, 댈러스 3개 

지역에 도시관리를 위한 산업인터넷 솔루션을 테스트하

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GE, 

IBM, 시스코, 퀄컴, 인텔과 파트너쉽을 체결하였다. 

AT&T 산업인터넷 솔루션은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대중교통 출발·도착 및 주차공간 알림, 경찰서 등 주

요시설 위치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스마트시티의 에

너지 감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 이러한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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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도시 계획은 10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최근 3

년간 주요 도시에서 기가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사업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2012년 이후 기가 인터넷 

가입자가 100만명으로 확대되었고 2016년 1,290만명

(2014년 대비 8.5%, 2015년 대비 4.3% 증가)[36], 2018

년에는 총 1,400만명 기가인터넷 가입자가 확보될 전망

이다. Verizon은 GE, 시스코, 그리고 IBM 인수(지분) 

동향은 산업인터넷 시장확대에 대응한 것으로 인식하고 

2016년을 산업인터넷 대중화의 원년으로 선언하였다. 

에너지, 도시, 의료, 농업, 교통 5개 부문을 산업인터넷 

핵심 영역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인터넷의 2015년 연

간 약 6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 성장했다고 밝

혔다. 산업인터넷 특히, 스마트시티 사업 강화를 위해 

시스코 임원을 영입하기도 하였다[27]. Sprint는 캔자스

시티 내 인프라를 확대하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진

행 중이다. 현재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4천만명 이상에

게 제공 중이다. 

Ⅴ. 결론 

현재까지 산업인터넷은 광범위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업인터넷 표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

고, 연결 기기, 기계에 대한 보안도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인터넷 기술은 실험

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산업인터넷의 사물

인터넷 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가치사슬, 비즈니스 

가치, 유망 시장, 생태계 조성, 법제도 등에 관한 구체적

인 연구도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의 현실은 산업인터넷

이 소비자 중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정책에 일부분으

로 정책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차

원에서 산업인터넷을 4차산업 혁명, 사물인터넷, 인공

지능 정책과 같이 국가경쟁력 제고, 효율적 시장 창출 

측면에서 R&D, 표준화, 테스트베드, 법제도 등이 뒷받

침될 필요성이 있다. 

약어 정리 

CPS Cyber Physical System 

CPU Central Processing Unit 

GE General Electric 

GDP Gross Domestic Product 

IIC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IP Internet Protocol 

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PRM Purdue Reference Model 

RTI Real-Time Innovations  

MC Mind Commerce 

NI National Instrument 

SGIP Standard Grid Interoperability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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