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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물 읶터넷(The Internet of Things, 이하 IoT)은 우리의 삶의 방식, 읷, 비즈니스, 및 대중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법 등 젂 붂야에 걸쳐 벾화를 가져오고 있다. 급부상 중읶 IoT 기술은
모듞 산업붂야뿐맊 아니라 삶의 모듞 영역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IoT 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질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20 년에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 즉 커넥티드 디바이스
(Connected Device)의 수는 200 백억에서 500 억 개가 될 것이며 시장규모는 수 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본 보고서는 에너지, 제조, 의료, 자동차, 물류 유통, 도시 등 다양핚
산업에서의 IoT 기술의 홗용 사렺를 제시하였다.
IoT 가 경제성장 및 사회복지 붂야에 크게 기여핛 잠재성이 있으나 성공적읶 발젂을 위해서는
혁싞우호적 홖경을 조성하기 위핚 사려깊고 젂략적읶 정챀수립이 필요하다. IoT 는
상호욲용성, 젂파 스펙트럼, 대역폭, 보앆, 프라이버시, 규제, 보호무역주의, 노동읶력의 기능
격차 등과 같은 다양핚 사회, 법, 정챀적 이슈를 직면하고 있으며 이럮 이슈들이 해결되어야
IoT 혁싞을 극대화핛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핚-미 양국 정부가 혁싞우호정챀을 수립하고
규제완화를 함으로써 IoT 짂흥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 왔는지 기술하였다. 또핚 본 보고서는
IoT 관렦 읷반원칙, 관렦 정챀, 프로세스 및 구조 등의 맥락에서 핚-미 정부에 제얶핚 내용을
담고 있다. 제얶 사항은 아래와 같다:
I. 정책 및 스마트 규제의 원칙


읷관되고 잘 조율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가벼욲 규제 적용 원칙



추측에 귺거핚 것이 아닌, 실증에 귺거핚 규제



기술 중립성 원칙 유지



특정 국가에 특화된 규제 및 요구사항 배제

II. IoT 혁신을 가속화하고 장벽을 제거하는 정책 수립


스펙트럼 요구사항 및 니즈 충족



5G 및 새로욲 네트워크 읶프라에 대핚 투자



IPv6 적용 촉짂



국제 표준 개발 장려



IoT 시스텐 보앆 촉짂



개읶정보 보호



공공붂야 데이터의 무료 접귺성 보장



데이터의 자유로욲 국가갂 이동 보장



공공붂야의 적용을 통핚 수요 창춗



IoT 혁싞, 교육, 및 훈렦에 대핚 투자 증대

III. 협력, 조율, 및 참여를 위한 프로세스와 구조


국가차원의 IoT 젂략 수립



정부기관 갂 조율



민-관 파트너십 증짂



국제적 협력, 조율, 및 참여 장려



IoT 혁싞 및 발젂 법앆 (DIGIT Act) 의 미 의회 통과 추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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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물 읶터넷 (Internet of things, 이하 IoT) 시대가 도래했다. IoT 는 이미 우리의 삶과 읷,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방식 등을 벾화시키고 있고 향후 우리 삶의 거의 모듞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IoT 를 가장 갂단히 정의하면 읶터넷에 연결된 물리적읶 사물을 의미핚다.
여기에는 온도계, 램프, 자동차 및 기계 등이 포함되며 IoT 는 읶갂의 개입 없이 데이터를
송수싞 및 교홖핛 수 있다. 이러핚 사물은 네트워크를 통해 앆젂하게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가치 창춗을 위해 데이터가 공유되고 붂석된다1. IoT 가 어떻게 정의되듞지 갂에 몇 가지
공통된 원칙읶 적용된다: 1) 읷상의 사물이 네트워크 내에서 개벿적으로 통싞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2) 물리적 물체가 공유된 플랫폼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다. 3) 기기는
사용 관렦된 정보를 송수싞하여 클라우드에 의해 욲용되는 머싞러닝 및 데이터 붂석을 통해
상황에 적젃핚 기능을 수행하는 „스마트‟ 기기이다2.
IoT 혁싞과 확산은 IoT 중점 기업과 IoT 기반
비즈니스모델에 대핚 투자를 가속시키는데

“IoT 기술은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몇 가지 요읶3에 의해 주도되고

대처하고, 빈곤을 줄이며,

있다. 지난 10년갂 센서 평균 가격은

대규모의 기아문제를 사라지게

1.3달러에서 60센트로 떨어졌다. 대역폭 비용

할 툴이 될 것이다. IoT 는

가격 역시 가파르게 하락하여 10년 기갂 동앆
40붂의 1로 줄었다. 이와 유사하게 데이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처리 비용 또핚 같은 기갂 동앆 60붂의 1로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경제발전에 기여할

줄어 들었다. 스마트폮은 이제 사용자와 IoT를

것이다.”

연결하는 게이트웨이가 되어 커넥티드 홈,
커넥티드 자동차, 그리고 기타 의료 및

보건기기를 컨트롟하는 허브 역핛을 핚다. Wi-Fi가 유비쿼터스핚 홖경에서 무선연결망은 이제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핚 가격에 가용하다. IoT 기기에서 수집된, 상상을 초월하는 붂량의
데이터를 소화하는 빅데이터 붂석 툴 또핚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IoT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핛 것과 IoT의 잠재적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에는 의심핛
여지가 없다. 2013년 혂재, 잠재적으로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될 수 있는 젂체 사물 중 단지 0.6
퍼센트의 사물맊이 읶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하지맊, 사물읶터넷이 정확히 얼마나 빨리
성장핛는지는 여러 기술적, 사회적, 정챀적 요읶4에 의해 영항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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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의 예측치가 큰 차이를 보읷 수 있다. 예로, 가트너는 2020년까지 200억 개의 기기가
읶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반면,5 화웨이는 2025년까지 1000억개 IoT 기기가
생길 것이라고 대담핚 젂망6을 하고 있다.
IoT 시장은 급속히 성장핛 것이다. Machina Research에 의하면 IoT 수익창춗기회는 2015년
7500억 달러에서 2025년 3조 달러로 증가핛 것이라고 예측7하고 있으며, 맥킨지는 IoT가
2025년에는 3조 9천억에서 11조 1천억 달러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끼칠 것이라 젂망8하고
있다. 씨스코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향후 10년 동앆 14조 4천억 달러가 시장에서, 4조 6천억
달러가 공공부문에서 창춗 될 것이라고 핚다9. 흥미로욲 점은 가트너의 예측에 의하면
2017년까지 IoT 솔루션의 50%가 창립 3년 미맊의 스타트업 회사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10.

Source: Gartner

IoT 는 사용자에게 크나큰 가치를 제공핚다. 시갂과 돆을 젃약핛 뿐 맊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정부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핛당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수의 커넥티드 기기 및
서비스는 이미 집, 공장, 도시, 자동차, 및 병원을 바꾸기 시작했다. 연결성 증가의 효과는 크게
소비자 관렦 IoT 와 산업 IoT 두 가지로 나눠져 설명핛 수 있다. 대부붂의 사람들이 소비자
관렦 IoT 를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있겠으나, 산업 IoT 는 GDP 증가에 있어 가장 큰 부붂을
차지핛 것이고 산업 IoT 를 통핚 이익은 자산욲용, 노동 생산성, 물류 유통망, 소비자 체험 및
혁싞붂야에서 효율성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11.
IoT가 경제성장 및 사회복지에 기여핛 잠재성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으나, 혁싞우호적
홖경을 맊들기 위핚 짂중핚 젂략 없이는 IoT의 성공을 보장핛 수 없다. IoT는 다수의 기술적,
사회적, 법적, 및 정챀적 도젂과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상호욲용성, 스펙트럼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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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앆 및 개읶정보보호 등이 포함된다. 이러핚 과제는 정부 및 민갂 산업 붂야에서
광범위핚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야맊 해결핛 수 있고, 또핚 해결해야맊 핚다. 특히, IoT의
잠재적 혖택은 정챀입앆자들이 기회를 창춗하고 기회에서 파생되는 이슈를 해결하는데 도욳
수 있는 국가로 유입될 것이다. 핚-미 정부는 IoT 혁싞과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
효과적읶 정챀을 수립하며 혁싞우호적읶 규제 홖경을 맊들어야 핚다.
본 보고서의 다음 장에서 IoT의 혖택을 보여주는 홗용사렺들을 예시핚다. 이어서 IoT가
제시하는 미래의 비젂을 혂실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핛 중요핚 도젂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IoT에 관핚 핚-미 양국의 최귺 정챀과 규제를 개괄적으로 설명핚다. 마지막으로, IoT 의 확산을
위해 핚-미 정부의 정챀과 규제 측면의 역핛에 관해 제얶핚다.

II. IoT 의 활용 사례
IoT는 모듞 산업붂야를 벾화시킬 잠재성을 갖고 있다. IoT 기술은 기후벾화에 대처하고,
빆곤을 줄이며, 대규모의 기아문제를 사라지게 핛 툴이 될 것이다. IoT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읷자리를 창춗하며 미래 경제성장에 기여핛 것이다. 지면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IoT의 미래 가치를 엿볼 수 있도록 사렺 중 세 가지를 본 장에서 소개하며,
다양핚 추가 사렺들은 본 보고서의 영문판의 벿첨에서 소개하도록 핚다.
스마트 도시: 세계읶구는 점점 더 맋이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젂 세계 읶구의 55%는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2050년에는 젂 읶구의 3붂의 2 이상이 도시거주자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2. IoT 기술은
이러핚 도시를 스마트도시로 벾화시킬 수 있다. 커넥티드 센서와 데이터 애널리틱스 툴을
결합하면 도시가 성장을 위해 잘 준비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민들을 다 방면으로 도욳 수
있게 된다. 스마트 도시는 가용핚 주차공갂을 읶식하여 욲젂자를 앆내핛 수 있고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스마트 가로등은 도시의 젂력과 비용을 젃감핚다. IoT 기술은
우범지역에서의 총기사건을 감지하여 공공앆젂을 도모하고, 실시갂 데이터 붂석으로
총기사건 지역을 정밀파악하고, 해당지역으로 경찰이 싞속히 배치되도록 앆내핚다. 핚-미
양국은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이 붂야에서 선두주자이다. 기술과 경험을 지렛대
삼아 두 국가는 양국 협력관계를 통해 젂 세계에 스마트 도시를 건설핛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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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 관렦 IoT 활용사례: 대핚민국의 송도는 젂 세계 첫 스마트 도시 중 하나다.
스마트 도시 공사는 2003년에 시작되어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핚-미 기업의 민관 협력을
통해 송도는 동북아시아의 선도적읶 국제사업지구로 자리매김 핛 수 있도록 계획되었고,
건설되어 가고 있다. 송도의 목표는 비즈니스 및 연구 허브가 되고 대규모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홖경적으로 지속 가능핚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다13. 송도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는
욲송, 범죄예방, 시설관리, 재난 방지, 홖경, 및 시민과의 교류 등 6개 붂야로 짂행되고 있다.
송도는 유비쿼터스 무선 네트워크, RFID, 센서 네트워크, CCTV, 원격영상 시스텐 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핚 기술들은 송도 주민에게 효과적읶 교통관리, 스마트 의료서비스, 또는 스마트 홈
등의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핚다. 주민들은 시청, 학교, 대학, 병원 외 여러 기관과
원격영상시스텐을 통해 집에서 연결핛 수 있다. 수맋은 센서들이 도시 젂체에 설치되어
공기오염, 수질오염, 교통 및 도시 시설을 모니터링 핚다. 이러핚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송도의 도시통합욲영센터로 송싞된다14. 이 데이터를 귺거로 컴퓨터 시스텐이
비정상적읶 상황을 감지하고 유관기관 또는 해당 주민에게 공지핚다.
커넥티드 자동차: 커넥티드 자동차는 읶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차량에 도로상태감지센서,
차량거리센서, 젂후측방 장애물 센서, GPS 센서, 욲젂 모니터링 센서, 속도 및 가속 센서 등
수맋은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 이러핚 센서들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는 욲젂자에 의해 사용될
뿐 맊 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 보험회사, 정비소, 또는 다른 커넥티드 차량에 의해 사용되어
앆젂성, 주행성능, 편의성 및 젂반적읶 주행경험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된다15. 핚-미 양국은
자동차, 소비자 젂자제품, 반도체, 통싞, 모바읷 어플리케이션 등의 산업붂야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양국의 기업들의 협력을 통해서
커넥티드 자동차의 미래를 실혂핛 수 있는 크나큰 기회가 열려있다.

커넥티드 자동차 관렦 IoT 활용사례: 모바읷 기기를 이용하여 욲젂자는 차를 열 수 있고,
젂기차의 베터리 상태를 확읶하며,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온도조젃 시스텐을 가동핛
수도 있다. 자동차 제조사나 앱으로부터 제공된 편의기능을 통해 욲젂자의 스마트폮에 입력된
읷정을 파악하여 춗발 시점을 알리거나 회의에 맊날 지읶이나 사업관계자들에게 회의
도착시갂을 문자로 젂송핛 수 있다16. 커넥티드 자동차는 또핚 주차공갂이나 주유소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C-V2X와 DSRC과 같은 차량통싞 표준은 미래의 커넥티드 자동차의 토대가 될
것이다. 초기 단계의 커넥티드 자동차는 자동차와 모바읷기기 갂의 연결(car-to-mobil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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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하지맊, 발젂핛 수록 차량 대 차량 (vehicle-to-vehicle), 차량 대 읶프라 (car-toinfrastructure) 커넥션으로 확대될 것이다. 덧붙여, 애플사의 CarPlay와 앆드로이드 오토와
같이 스마트폮을 차에 연결하여 욲젂자에게 디지털 컨텎츠를 제공하는 읶포테읶먼트
시스텐이 커넥티드 자동차의 초기 수요 창춗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물류 및 유통: IoT 기술은 기업의 유통망을 재창조핛 수 있도록 돕는다. IoT는 고객이 육상,
해상, 및 공중을 통핚 욲송 과정을 모니터링핛 수 있도록 핚다. 예로, IoT 솔루션은
냉장욲송컨테이너에 실린 벾질성 제품이 장기갂 이동하는 동앆 제품 상태를 추적하고 및
모니터링이 가능케 핚다17. IoT 솔루션으로 비효율적읶 욲송이나 지연을 파악하고
공장에서부터 소매점까지 제품 상태가 양호핚지 확읶핛 수 있다. 핚-미 양국은 국제 통상에
의졲도가 높다. 이러핚 이유로 양국은 효율적읶 유통망과 관렦 디지털 기술을 개발해왔다.
양자 협력을 통해 양국은 글로벌 욲송망과 물류 산업에 혁싞를 가져올 수 있다.
물류 및 유통 분야 관렦 IoT 활용사례: FedEx나 Union Pacific과 같은 기업은 IoT 솔루션을
이용하여 엄청난 이익을 창춗하고 있다. FedEx는 자사의 욲송 트럭에 커넥티드 센서를
장착하여 차량의 도크 (dock) 핛당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연갂 9백맊 달러를 젃감핛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8. 미국 최대 철도 회사읶 Union Pacific의 경우, 철로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실시갂 붂석으로 베어링 문제로 읶핚 선로 이탈 사고 건 수를 75% 줄였다19.
이 IoT 솔루션은 특정핚 유형의 선로 이탈 가능성을 수 읷 또는 수 주 젂에 예측핛 수 있어
앆젂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설 파손으로 야기되는 수백맊 달러 규모의 피해를 방지핛 수
있다. Union Pacific은 수백맊 달러 규모의 R&D 예산을 쏟아 부어 선로의 돌춗된 부붂을
감지하는 속도계와 같은 싞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III. IoT 가 넘어야 할 도전들
IoT 기술은 사회복지뿐맊 아니라 경제 성장을 주도핛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싞기술의
급속핚 개발은 새로욲 기술적, 사회적, 법적 및 정챀적 이슈와 도젂과제를 함께 불러왔다. 본
장은 정부 및 민갂 산업의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넘어야 핛 IoT의 주요 도젂 과제가 어떤
것들읶지 살펴본다.
IoT 기기 및 시스텐은 상호갂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상호욲용성이 있어야 핚다. 맥킨지
연구에 의하면 “IoT에 의해 창춗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의 40%는 상호욲용성에 달려있다20.”
마찪가지로 읶텏의 IoT 부문의 임원은 “IoT는 상당핚 기회를 가져올 것이나 업계의 젂망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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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커넥티드 기기 달성을 위해서는 상호욲용성과 규모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21.” 표준은
IoT 생태계내의 상호욲용성을 촉짂하는데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핚다. 그러나, 혂재 여러 IoT
표준앆이 경쟁 중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이 단읷 표준에 동의하는 데는 상당핚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짂다22.
다행히 여러 산업 표준기구들이 이미 IoT를 위핚 기술적 표준 개발을 시작했고, 여러 산업
표준화 조직은 이를 위핚 합동조직을 구성 중이다. 예로, 2016년에 설립된 Open Connectivity
Foundation은 핚 때 경쟁했던 Open Interconnect Consortium과 AllSeen Alliance의 구성원을
아욳러서 아시아, 북미, 유럽 및 다른 지역에서 수백 개의 회원 기관 및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23. 나아가 산업읶터넷(The Industrial Internet)은 2014년 Industrial Internet 컨소시엄을
설립하여 유럽, 아시아 및 미국으로부터 회원 기관의 요청에 의해 사물을 사람, 프로세스 및
데이터와 공통 아키텍처, 상호욲용성 및 개방형 표준을 통해 연결 및 통합하는 과제들을
추짂하고 있다.

“어느때보다도 우리는 커넥티드 기기의
커넥티드 자동차, 도로, 가로등, 모바읷

발전을 도모하고 기기가 앆전하게

우리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기가 되도록 함께

의료기기 및 가젂기기에 장착된 수맋은
센서에서 수집된 거대핚 용량의 데이터는
무선 네트워크에서 자유롭게 이동핛 수

일해야 한다.”

있어야 핚다. 중요핚 이슈는 무선

-백악관

네트워크 읶프라가 IoT의 폭발적읶 성장을
감당핛 수 있는지 여부이다. 혂재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오고 가는 데이터 트래픽의 양은 이미 과도핚 수준이다. IoT 기기로부터
파생된 수요의 급증은 모바읷 대역폭 수요를 엄청나게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핚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선 네트워크의 역량을 확장시켜야 핚다. 5G(5세대 이동통싞)는 IoT에
의해 발생핚 무선 네트워크 트래픽을 소화하는데 필수적이다. 4G에서 5G로의 젂홖하는 데는
상당핚 규모의 투자뿐맊 아니라 스펙트럼의 확장을 필요로 핚다.
IoT 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보앆은 새로욲 리스크에 직면핛 수 있다. 최귺 휴렛 팩커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흔히 사용되는 IoT 기기의 70%는 불충붂핚 사용자 암호에서 시작하여
더욱 심각핚 이슈까지 광범위핚 보앆상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24. 사용되는 기기와
네트워크의 범위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위협의 잠재적 타깃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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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시스텐에서는 사이버 리스크가 물리적 시스텐의 리스크로 옮겨질 수 있다25. IoT 적용 사렺
중 이미 몇 개는 기기나 네트워크가 적젃히 보호되지 않은 경우 예상치 못핚 사이버 위협으로
읶해 보앆이 침해되었다. 예로, 읷부 초기 커넥티드 자동차 및 의료 기기는 해킹을 당했으며,
저젂력 IoT 기기는 높은 수준의 보앆조치를 유지하기 위핚 컴퓨팅파워가 부족핛 수 있다26.
IoT의 증가에 따른 리스크 요읶들를 고려핛 때, 사이버 위협에 대핚 우려사항을 초기에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IoT 는 소비자의 개읶정보보호에 대핚 염려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IoT 는 침해적 모니터링,
과도핚 사생홗침해, 개읶적 정보의 비읶가 접귺 및 사용과 같은 유형의 리스크가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맋은 정보가 수집되고 송수싞 될 것이나 소비자가 그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 지 모를 가능성도 배제핛 수 없다. 또핚 다수의 IoT 기기는 스크린이나 사용자
읶터페이스를 장착하기에는 크기가 매우 작다. 이러핚 제핚사항은 젂통적으로 “공지 및
동의”의 개념에 기초핚 사생홗 보호 방침에 문제를 야기핛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사생홗
보호를 위해 융통성 있고 효과적읶 방법롞과 정챀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 얶급된 이슈 외에도, IoT 기술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핚 정챀과 규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IoT 시스텐을 개발하는 회사는 여러 정부 기관들에 의해 부과되는 비읷관적이고
상충되는 규제를 따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핛 수 있다. 특히 커넥티드 의료 기기의 경우, 오래
걸리고 복잡핚 규제 검토 및 승읶 젃차는 기업이 혁싞적읶 IoT 제품을 개발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IoT 기술의 발젂은 젂렺 없는 수준의 정부와 업계의 다양핚 이해관계 당사자갂
조율을 요구핚다.
정부 기관 갂 협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IoT 산업의 국내 읷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챀입앆자들은 내수 시장에서 외국 기업이 경쟁하는 것을 방해하는
정챀을 맊들어 특정 기술이 사용될 수 없게끔 하였다. 어떤 국가는 국경을 넘는 데이터 이동을
제핚하기 위하여 고비용의 규정들을 도입함으로써 외국계 투자를 억제하고 있다. IoT 기기와
센서의 대부붂이 이동성이 높고 네트워크갂 경계를 넘나들어야 하기 때문에 로밍은 또 다른
중요 사앆이다. 마지막으로, IoT 개발을 지원하는데 필요핚 읶력의 수급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문제가 있다. 핚-미 양국은 IoT 혁싞을 발젂하는데 필요핚 기술을 학생과 기졲 노동읶력에게
훈렦시켜야 핚다. 위에서 얶급핚 장애 요소들이 속히 제거되어야 IoT의 잠재 가치가
혂실화되며 사회와 경제를 벾화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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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대한민국 및 미국의 정책 및 규제 현황
미국
우선 포괄적읶 맥락에서 미국의 국가차원의 혁싞 젂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혁싞 젂략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을 발표하고 이를
2011년 및 2015년에 개정하였다27. 이 혁싞 젂략에는 미국 국민에게 혖택을 제공하는 혁싞
생태계를 지속 유지하는데 필요핚 정챀앆을 담고 있다. 이 젂략서에는 혁싞의 기초를 쌓고,
민갂부문의 혁싞을 가속화하며, 미국을 혁싞가 중심의 사회로 맊드는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의
연방정부의 역핛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젂략서에서 다룬 계획에 스마트 도시 건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IoT의 개발과 밀접핚
관계가 있다28. 이 계획은 다음 4개 주요 젂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IoT 적용을 위핚
테스트베드 형성 및 새로욲 형태의 다중 산업 협력 모델 개발, 2) 시 차원의 기술욲동과 연계
및 도시갂 공조 강화, 3)혂재 짂행 중읶 연방정부 홗동 홗용, 4) 국제적 협력 추구29
미국의 여러 기관이 적극적으로 IoT를 지원하는 노력에 참여해 왔다. 2013년 연방통싞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는 공공포럼을 개최하여 IoT 관렦 정챀 및
규제 장벽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모았다. 2014년에는 미국 국립 표준기술 연구소가 사이버물리적 체계 (CPS) 관렦 공공 워킹그룹을 소집하여 CPS 관렦 민관 다자 이해관계자갂 토롞을
주관했다 . 2016년, 이 워킹그룹은 CPS에 대핚 프레임워크를 발갂하여 커넥티드 기기 및
시스텐에 대핚 붂석과 설명을 위핚 포괄적읶 툴을 제공했다30. 식약청은 1급 및 2급으로
붂류된 의료기기들 중에 맋은 기기에 대핚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핛 것을 제앆하고 이들 기기
제조업체가 510(k) 젃차를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앆을 제춗했다31. 상무부의 통싞정보관리청
(NTIA) 은 의회, FCC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2020년까지 통산 500MHz 규모의 스펙트럼의
상용화를 골자로 핚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에 상당핚 짂젂을 이루었다32. 2016년 NTIA는 IoT
육성 및 발젂 관렦 혖택, 도젂과제, 및 정부의 역핛에 대해 공공의 의견을 모았다. 가장
최귺에는 2016년 9월, 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과도핚 규제 없이 사용되기 위핚 여건을
조성하는 가이드라읶을 발갂했다33.
이러핚 정부의 노력은 고무적이나, IoT 관렦 포괄적읶 국가젂략의 부재로, 효율적으로
통합되지는 못했다. 이러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상원은 2015 년 3 월 경제성장과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IoT 국가 젂략을 개발핛 것을 촉구하는 결의앆을 통과했다3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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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앆은 업계 주도 하에 합의를 귺거로 핚 베스트 프랙티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혁싞관렦
프레임워크의 혂대화를 요구했다. 미국 하원 또핚 이와 유사핚 결의앆을 2016 년 9 월
맊장읷치에 가까욲 득표 결과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의회 결의앆을 핚 단계 발젂시킨 사물
읶터넷 혁싞 및 발젂 개발법 (Developing Innovation and Growing the Internet of Things Act,
이하 DIGIT Act) 을 심의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
대핚민국 정부는 2020년까지 웨어러블에서 스마트 자동차를 아우르는 IoT 시스텐에 50억
달러를 투자핛 계획이며, 2014년 국가마스터플랚을 발갂핚 이래, IoT의 성장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욳여 왔다35.
마스터플랚 젂략에는 IoT 생태계에 연관된
기업갂의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IoT를
위핚 오픈 플랫폼 개발이 포함되어 있고
오픈 이노베이션의 개념을 홗용하고,
글로벌 시장 짂춗을 위핚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핚 제품 및 서비스의 공동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36. 이 계획은
5G 모바읷 통싞의 상용화를 2020까지
달성하는 것과 2017년까지 기가바이트
읶터넷이 내수 시장의 90%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핚 이를 위해 1GHz
이상의 라디오 스펙트럼을 2023까지
확보하고 IPv6의 적용을 2017년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하고

Sourc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있다37. 이 계획서는 글로벌 상호욲용성을
촉짂하는 표준을 지원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10월, 미래창조과학부는 IoT의 사이버보앆 표준 및 베스트 프랙티스를 개발하기 위핚
향후 정부의 홗동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38. 로드맵에 제시된 젂략은 사이버보앆
관렦 정챀, 기술 및 산업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래부는 „Security b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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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장려하고, 보앆대챀을 검증하기 위핚 테스트베드를 개발하며, 미국, 읷본, EU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앆 사건 정보를 공유하고 싞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핛 것을 목표로
핚다. 2015년 6월, 미래부는 민관합동 협의체 IoT 보앆 얼라이얶스를 설립하였다39. 나아가
미래 부는 2015년 IoT 정보교홖붂석센터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 이하
ISAC) 를 개설하였고, 2016년부터는 IoT 사이버위협 종합 대응체계 (IoT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이하 IoT-CERT) 을 단계적으로 구축핛 예정이다.
2016년 5월 대핚민국 정부는 적극적읶 규제철폐 노력의 읷홖으로, ICT 산업 관렦 규제를
완화핚다는 계획을 밝혔다40. 이 계획은 기업이 IoT 산업에 사업을 개시핛 수 있도록 관렦
장벽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IoT 젂용 젂국적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치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싞규사업은 혂 승읶기반체계에서 보고기반체계로 바뀔
것이다. 정부는 또핚 경제부양을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드롞, 생명공학산업,
자율주행자동차 및 여러 붂야 관렦 규제를 완화핛 계획이다41. 이러핚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부는 시민의 앆젂과 국가앆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 핚하여 모듞 드롞 관렦 사업을
승읶핛 예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주행은 기졲에는 제핚된 지역 내에서맊 허가 되었으나
이제는 젂국에서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핚 응급상황에서 의료짂의 지시에 따라 3D
프린터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빅데이터의 사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핚국정부는 빅데이터 적용에 있어 심각핚 방해요소로
알려짂 개읶정보보호 관렦 규제를 완화핛 계획이다. 위성기반위치데이터 홗용에 대핚 법은
관렦 사업을 지원하도록 읷정 범위 내에서 완화될 것이다. 정부는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가
싞체적 정보를 수집하는데 대핚 가이드라읶을 세욳 것이다. 핚편 정부는 건강관렦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삼성스마트폮을 의료기기로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42. 정부의
정보통싞젂략위원회는 혂졲 법규와 규제가 IoT산업의 자유롭고 경쟁적읶 홖경을 보장하도록
개정하는 임무를 받았다43. ICT 융합에 장애요소가 되는 규제가 발견될 시 위원회는 관렦
기관에 이러핚 규제를 개선하도록 요청핛 수 있게 되었다.

V. 한-미 정부 역할에 대한 제언
IoT는 경제 성장과 다양핚 사회적 문제를 해결핛 수 있는 젂렺 없는 기회를 제공핚다. 그러나
IoT의 잠재적 효과는 정챀 입앆자들이 그러핚 기회와 도젂과제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불필요하거나 과하고, 허술하게 기획된 규제는 IoT 성장을 상당히 둔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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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볼 때, 혁싞을 지원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혂명핚 정챀과 규제는 읶터넷과 GPS와
같은 주요 기술 개발의 성공에 중추적읶 역핛을 했다44. 유사핚 맥락에서 혂명핚 정챀은 IoT
성장을 촉짂시킬 수 있다. 이러핚 이유로 본 보고서는 핚-미 정챀 입앆자들이 효과적읶 정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데 가이드가 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핚다. 이어서 본 보고서는
IoT 혁싞을 가속화하고 적용 장애요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읶
정챀들을 제시핚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핚-미 정부가 정챀 목표 달성을 위해 선행해야 핛
프로세스 및 협력 구조에 대핚 제얶을 핚다.

5.1 정책 및 스마트 규제의 원칙
일관되고 잘 조율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IoT 초기에는 다수의 정부 기관과 부처에서 IoT
관렦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핛권을 주장하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상호갂의 조율이 부재핚
상태에서 연방정부, 주, 시 및 지역 정부의 IoT 규제는 예측하기 어렵고 읷관성이 결여된 규제
홖경을 조성핛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다수의 규제기관이 맊듞 혼띾스럽고 체계적이지
않은 규제들을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 처핚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커넥티드 기기를 개발하는
미국 기업은 소비자보호규제기관 (FTC), 교통 앆젂 규제기관 (NHTSA), 스펙트럼규제기관 (FCC)
등 다수 기관으로부터 중복되거나 읷관성 없는 연방정부의 관리감독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IoT를 산발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혂 규제 구조와 조화를 찾도록 해야 핚다. 특정
산업벿 규제는 기기의 상호욲용성과 다수 플랫폼에 걸칚 데이터 통합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IoT 확산을 위협하는 붂열화 (fragmentation) 를 야기핛 수 있다45. 특정 산업에 관렦된
몇몇 사앆을 제외하고 정부는 젂 산업에 걸칚 포괄적이고 읷관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핚다.

나아가 비효율적이고 복잡핚 규제 젃차 및 승읶 과정은 커넥티드 기기를 시장에 내 놓는
시갂을 증가시켜서 새로욲 IoT 제품 개발을 하려는 기업을 좌젃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식약청이 위험도가 낮은 의료기기를 승읶하는데 2 년 반이 걸리는데 이는 불과 7 개월이
소요되는 유럽의 경우와 대조된다46. EU 의 효율적읶 규제 젃차로 읶해 다수의 모바읷 헬스
기기 회사들은 EU 시장에 먼저 짂입하고 그 다음에 미국 식약청 승읶을 획득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 젃차를 효율화하고 개발자들에게 보다 나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IoT 산업을
지원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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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규제 적용 원칙: 여러 기관이 중복적으로 IoT 규제를 시도핛 경우, 과규제 리스크가
우려된다. 정챀 입앆자 중 읷부는 선제적 규제는 소비자 싞뢰도를 높이고 제품의 구매를
촉짂핛 수 있다고 생각핛 수 있다. 그러나 과중핚 규제는 혁싞을 제핚시키고, 비용을 초래하며,
결국 IoT 젂개를 지연시킬 수 있다47. 예로, 핚국의 경우, 의료 관렦 데이터는 병원 내에서맊
저장되어야 하는 규제로 읶해 의료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용은 상당핚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핚 핚국에서는 원격짂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IoT 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챀
입앆자는 “최소핚 해를 끼치지 않기” 또는 “지켜보기”식 접귺 방법을 취해야 핚다. 정챀
입앆자는 가벼욲 규제 적용 원칙을 찿택함으로써, IoT 관렦 이슈들이 산업 주도적이고 시장을
귺갂으로 핚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핛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핚다. 이러핚 산업주도적읶
솔루션은 빠르게 짂화하는 기술 혁싞에 유연하고 성공적으로 대처하는데 효과가 있다. 정챀
입앆자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핛 수 있는 시기상조의 규제를 피해야 핚다. 정챀 입앆자는
시장의 힘으로 지속적읶 이슈를 해결하지 못핛 때에맊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챀 입앆자는 IoT 제품과 서비스에 특화된 새로욲 규제 도입을 피해야 핚다. IoT 기술이
혁싞적읶 것은 사실이나, 이 또핚 결국은 기졲 기술의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IoT 관렦된
정챀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검증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이미 졲재하고 있기에 때문에, IoT 맊을
위핚 새로욲 규제 도입을 고려핛 때는 혂졲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시발점으로 삼아야 핚다.
핚 예로, 최귺 미국 공정거래기구 (FTC) 는 소비자용 IoT 의 사생홗 보호를 벿도로 규제핛
강력핚 이유가 아직 없다고 결롞 내렸다48. 정챀 입앆자는 IoT 에 특화된 추가적읶 규제가 없는
홖경을 조성하여 IoT 생태계가 기업에 의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핚다49.

추측에 근거한 것이 아닌, 실증에 근거한 규제: 소비자에게 해가 된다는 명확핚 증거 없이
IoT 와 같은 새로욲 기술에 제핚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혁싞을 제핚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챀 입앆자는 읷회적읶 사렺나 추측성 우려에 반사적으로 그리고 섣부르게 반응하지 말고
철저하게 경제적 그리고 실증적 붂석에 귺거해서 정챀 결정을 해야 핚다. 정챀 입앆자들은
새로욲 규제를 제앆하기 젂에 엄밀핚 비용효과 붂석을 실행해야 핚다. 경제성 및 실증에
입각핚 접귺방식은 소비자 복리를 보호하고 개선하는 스마트핚 규제를 낳게 핚다. 정챀
입앆자가 어떤 지속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을 해야 핛 경우, 입증된 폐해에맊 규제가
국핚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IoT 확산을 저해핛 수 있는 읷반화된 규제를 맊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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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중립성 원칙 유지: 정챀 입앆자는 특정 기술을 선호하거나 특혖를 주어서는 앆 된다.
또핚 기술에 있어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해서도 앆 된다. 젂렺를 볼 때, 기술 중립적 정챀은
읶터넷 기술의 잠재성을 최대핚 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이 정챀 입앆자는
IoT 혁싞의 선순홖 구조를 촉짂시키기 위해서 기술 중립의 입장을 유지해야 핚다50. IoT 가
미래에 어떻게 홗용 될 것읶지는 맋은 부붂이 아직 불확실하다. 사업 구조, 유통, 미래 IoT 기기
데이터의 사용과 흐름, 적용붂야, 창춗될 서비스 등이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챀
입앆자는 혁싞적 기술이 자유롭게 개발되도록 허용해야 핚다51. 특정 장비 또는 기술이
사용되도록 강요하는 규제는 불필요핛 뿐 맊 아니라 비생산적이다.

특정 국가에 특화된 규제 및 요구사항 배제: 어떤 정챀 입앆자들은 IoT를 자국 기업의 수춗을
증대시키는 기회로 보기도 핚다. 이러핚 입앆자들은 외국계 기업이 내수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불리핚 정챀을 옹호핛 수 있다52. 이러핚 정챀은 경쟁을 억누르고 IoT 시장의 붂열화를
초래핚다. 국가 중심적읶 조치와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혂 상황은 우려핛 맊 하다. 몇몇
국가는 해당국가에 특화된 기기 식벿기 (device identifier) 를 요구하거나, IoT 데이터를 특정
국가에 머무르게 핛 것을 요구하는 라이선스 법을 시행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모듞 기기의
고유 식벿 번호가 정부에 등록 되야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읶도 또핚 이와 유사핚 등록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다른 국가들은 개읶정보와 사이버보앆 요건, 기술 표준 및
상호욲용성에 관렦된 정부지침을 적용했거나 고려 중이다. 이러핚 국가벿 특화된 요건이
지속적으로 도입된다면 기업이 읷관성 있는 글로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53. 이와 대조적으로 읷관된 글로벌 표준과 규제에 귺거하여 개발될 기술은
혁싞과 경쟁을 조장하고, 나아가 소비자 복리 향상에 기여핛 것이다.

5.2 IoT 혁신을 가속화하고 장벽을 제거하는 정책 수립
스펙트럼 요구사항 및 니즈 충족: IoT 혁싞과 확산은 스펙트럼 가용성에 크게 의졲하고 있다.
2025년까지 1000억 개가 넘을 IoT 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맋은 스펙트럼이 필요핚 것은
당연하다54. 대부붂의 IoT 어플리케이션은 Wi-Fi, Bluetooth, Zigbee 및 Z-Wave와 같은 비허가
(unlicensed) 주파수에서 작동하고 있다. 물롞 비허가 스펙트럼은 앞으로도 나름 중요핚
역핛을 핛 것이나 IoT를 통해 생성된 빅데이터는 궁극적으로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우드에 보내져야 하기 때문에 허가 및 비허가 스펙트럼 모두가 필요핛 것이다55.

14

5G는 IoT의 중추적읶 커뮤니케이션 및 컴퓨팅 기술이 될 것이다. 4G에서 5G로의 젂홖이
되려면 보다 맋은 스펙트럼이 상용화를 위해 필요핛 것이다. 핚-미 정부는 유연하고 창의적읶
스펙트럼 홗용을 권장하는 정챀을 내놓아야 핚다. 예를 들어, 정부와 통싞업체가 스펙트럼을
공유하거나 4G LTE를 비허가 스펙트럼에서 (LTE-U) 사용하는 것 등을 검토핛 필요가 있다.

5G 및 새로운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연결성은 IoT 확산에 있어 가장 중요핚
젂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IoT는 상용화를 위해 더 맋은 스펙트럼이 필요핛 뿐맊 아니라 그
스펙트럼의 사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핚 핵심 네트워크 읶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커넥티드
기기 수의 증가로 읶해 2013년 대비 2018년 네트워크 트래픽은 22배로 증가핛 것이다56. 5G는
초당 수 기가바이트에 준하는 속도, 천붂의 읷 초의 대기시갂, 그리고 혂 네트워크 기술보다
1,000배를 소화핛 수 있는 용량을 제공핚다57. 5G는 소형 셀 리시버로 구성된 매우 조밀핚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며 무선 네트워크는 점차적으로 소규모 앆테나 기술들을 통합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소유지에 타워와 소규모 셀 사이트 준설을 통해 이러핚 읶프라에 대핚 투자를
촉짂시킬 수 있다.

“연결성은 IoT 확산에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핚-미 정챀 입앆자들은 새로욲 무선 네트워크 읶프라에 투자를 증짂시키는 정챀을 실행해야
핚다. 이러핚 네트워크는 확장성이 있고, IoT 어플리케이션의 이동성, 속도, 대기시갂, 배터리
수명 및 싞뢰성 측면의 다양핚 통싞 니즈를 소화핛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7월, 핚국의
최대규모의 이동통싞사읶 SK 텏레콤은 장거리에서 매우 적은 비용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를
송수싞 해야하는 소규모의 IoT 기기에 최적화된 LoRa 기술에 기반핚 저젂력 광대역
네트워크를 젂국적으로 구축하였다58.
IPv6 적용 촉진: IPv6 은 IoT 의 읶터넷 프로토콜이 될 것이다. 그러나 IPv4 에서 IPv6 로의
젂홖은 생각보다 기갂이 더 소요되고 있다. 43 억 개의 IP 주소맊를 소화핛 수 있는 IPv4 는
커넥티드 기기의 폭발적읶 수요를 감당핛 수 없다. 이미 다수의 기기가 네트워크 주소 벾홖
(NAT) 과 CGNAT 기술을 적용하여 다수의 기기를 단읷 IP 주소에 공유하고 있다59.
이러핚 공유 솔루션은 어플리케이션 및 기기 갂 상호욲용성 문제를 읷으킬 수 있고, IP 주소
유지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핚-미 정챀 입앆자는 IPv6 를 네트워크 및 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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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데 속도를 내야 하고 더 맋은 IPv6 용 컨텎츠 사용을 장려 해야 핚다. 이를 목표로
미국통싞정보관리청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이하
NTIA) 은 정부가 IPv6 관렦 특정 연구개발에 투자를 지원하고, IPv6 상품의 구매자 역핛을 하며,
IPv6 를 교육해야 함을 권고핚다.

국제 표준 개발 장려: 상호욲용성은 IoT 산업의 또 다른 중요핚 성공 요소이며, 이것이 없이는
IoT가 가져오는 혖택의 40%가 실혂되지 않을 수도 있다60. 커넥티드 자동차의 혖택을 예로
들면, 자동차, 싞호등, 도로 센서 및 주차 센서가 상이핚 통싞 표준을 사용핛 경우, 상호 갂
소통이 어려워져서 커넥티드 자동차의 맋은 혖택들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IoT 국제
표준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것이 중요핚데, 이는 표준이 상호욲용성의 귺갂이 되고 규모의
경제를 키욳 것이기 때문이다.

표준은 포괄적읶 가이드라읶에서 특정핚 기술적 프로토콜 기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61.
표준은 개방적이고, 자율적이며, 민갂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합의에 의해 성립된, 글로벌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핚다62. 이러핚 표준은 혁싞을 촉짂시키고 새로욲 IoT 시스텐과 기졲
시스텐의 통합을 용이하게 핚다. 핚-미 정부는 글로벌 산업이 IoT 표준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지원해야 핚다. 그러나 정부는 표준 제정에 있어 승자를 선택하려고 해서는 앆된다. 표준
제정에 있어 정부는 촉짂, 회합주선, 믿을 수 있는 젂문가, 그리고 표준을 실행하는 역핛을
맟아야 핚다. 정부는 표준 수립 홗동이 산업에 의해 주도되고, 개방되었으며, 투명하도록 하고
합의된 표준이 누구에게나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핚다. 과거 사렺를 비추어볼 때,
이러핚 산업 주도 접귺방식이 가장 효과적읶 것으로 증명되었다. 3GPP 조직을 통핚 4G LTE의
글로벌 표준화 과정은 싞기술의 상용화를 정부의 개입 없이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렺라 핛
수 있다. 핚-미 정부는 IoT 표준화에 이러핚 접귺방식을 차용해야 핚다.
IoT 시스템 보안 촉진: IoT는 보앆이 제대로 되지 못 핛 경우 새로욲 사이버 보앆 취약점에
노춗 될 수 있다. 어떤 IoT 제품은 종종 IT 기업이 아닌 소비재 제조업체에 의해 개발된다. 그
결과 이러핚 IoT 제품은 최상의 사이버 보앆 체계가 갖춰지지 않을 수 있다. IoT가 널리
적용되려면, 데이터가 앆젂하게 송수싞 된다는 것을 고객이 싞뢰핛 수 있어야 핚다. 잘
설계되고 보완 성능이 구비된 기기 및 네트워크는 IoT의 홗력을 유지시키는데 있어
중요하다63. 그러나 사이버보앆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짂화하고 있고 사이버 위협 형세는
빠르게 벾화하고 있다. 정부 및 산업은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IoT에 위협을 가하는 사이버보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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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핚다. 그러나 톱다욲 (top-down) 방식의, 사젂 정의된, 그리고
세부사항까지 규정하는 방식의 불필요핛 뿐맊 아니라 설익고, 혂명하지 않다. 특히 IoT가
초기단계에 있는 것을 감앆하면 이러핚 규제는 곧 비혂실적이 되어 용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64. 정챀 홖경은 사이버보앆 솔루션이 시장의 속도에 맞게 짂화핛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지 정챀 입앆자의 결정 속도에 맞춰서는 앆 된다.

IoT 사이버 보앆 이슈 해결을 위핚 효과적읶 접귺방법은 산업 주도의 자발적 리스크 관리, 민관 파트너십, 다중 이해관계자 갂 협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가능하다65. 미국표준기술연구소
(NIST) 의 주요 읶프라 사이버보앆 개선을 위핚 프레임워크는 사이버보앆을 촉짂하기 위핚
다중 이해관계자와 정부-산업갂 노력의 좋은 모델이다66. 이 프레임워크는 효과적이고
업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이는 NIST가 산업과 공조하여 유연핚 형태의 표준, 지침,
그리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홗용을 선택핛 수 있는 우수 사렺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또핚,
FTC는 기업이 IoT 제품을 기획하고 마케팅 핛 경우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핛 지에 대핚
지침서를 춗갂했다67. FTC는 “start with security”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security by
design” 원칙을 장려하고 있다. 핚-미 정챀 입앆자는 IoT에 특화된 사이버보앆 규제를 새로
맊드는 대싞 기졲 정챀 프레임워크를 홗용하여 IoT 기술과 관렦하여 새로이 부상핚 리스크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되 IoT 기술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도록 해야 핛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IoT는 소비자의 개읶정보 보호에 대핚 우려를 고조시킬 수 있다. IoT 기기
생산업체는 “privacy by design” 접귺방식을 찿택하여 제품 개발 단계부터 개읶정보를 보호핛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8. 개읶이 그들의 개읶적 데이터를 직관적이며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핛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적 혁싞이 강조되어야 핚다69. 초기단계의
IoT 시장이 소비자의 개읶정보에 대핚 우려에 정확히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규제기관은 성급하게 설익은 규제를 맊들려고 해서는 앆 된다. 오히려 혂 정챀
프레임워크 범주 내에서 필요핚 수정을 가함으로써 IoT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핚다70.

수정될 필요성이 있는 규제 중 하나는 기졲의 “공지 및 동의 (notice and consent)” 접귺방식이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사용자 읶터페이스가 제핚되거나 없는 센서나 및 엑츄에이터와 같은
IoT 기기에는 혂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사용자에게 프라이버시 관렦 정보와 체크 박스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늘 가능핚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럮데 대다수의 IoT 어플리케이션은
소비자 프라이버시에 젂혀 위협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붂의 데이터 수집은 읷상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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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핚 경우가 맋다. 이러핚 경우 소비자는 수맋은 개읶정보보호 관렦 고지를 받는다고 해서
혖택이 있지는 않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소비자의 동의를 득하도록 하는 규제는 비용상승을
초래하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맊다. 이러핚 „공지 및 동의‟ 개념은 IoT 적용에
있어서 보다 혂대화 될 필요가 있다. 정챀과 솔루션은 투명성과 사용자의 통제능력 등과 같은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하고 체크 박스를 통핚 동의를 구하는 것을 강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는 앆 된다. IoT 관렦 기업은 그들이 수집하는 정보와 용처에 대해 투명핛 수 있는
혁싞적읶 방법을 강구해야 핚다. 예를 들어, IoT 기기는 온라읶 대시보드 (dashboard), 앱, 또는
소비자 지원 등을 홗용하여 데이터에 대핚 투명성을 높읷 수 있다.
공공분야 데이터의 무려 접근성 보장: 정부는 IoT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공공부문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IoT 혁싞을 도모하고 소비자 복리를 개선핛 수 있다. 정부는 커넥티드 기기를
공공 읶프라 및 정부 서비스에 통합하는 추세이다. 정부핚 수집핚 개읶 정보를 배제핚 정보는
공공자원으로 갂주되어야 하고 공공에 공유되어야 핚다71. 공공부문의 IoT 데이터를 데이터
포털 및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읶터페이스 (APIs)를 통해 공공에 가용케 함으로써 시민 복리,
민갂 산업 혁싞, 및 학술적 연구를 위핚 기회를 창춗 핛 수 있다. 시카고 시의 예를 들면, 시
정부는 “사물 집합체 (Array of Things)” 프로젝트의 읷홖으로 IoT 기기를 도시 읶프라 및
서비스에 통합해 왔다. 시는 600개가 넘는 데이터 세트가 온라읶 상에서 가용하도록 하였다.
이 새로욲 자원을 통해 시카고 시민은 대중교통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시의 해충통제기관은
쥐의 숫자를 줄읷 수 있었으며, 경찰은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처핛 수 있는 예측 모델을 구축
핛 수 있게 되었다72. 정부는 에너지 소비 데이터와 같은 규제 산업의 데이터를 공개하게끔
정챀을 기획핛 수 있다. 이러핚 데이터는 소비자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에너지 관렦 새로욲 서비스 개발을 촉짂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가간 이동 보장: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흐름은 IoT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제핚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다. 호주, 중국, 프랑스, 읶도, 러시아 및 대맊 등의 국가 외에도 자국에
데이터와 컴퓨팅 시설을 물리적으로 위치시키길 원하는 국가는 늘어나고 있다73. 읶도의 경우,
IoT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게이트웨이와 서버가 자국 내에 위치핛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이것이 국가 앆보를 위함이라고 하지맊 이러핚 자국화 요건이 국가 앆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과는 관렦이 없다고 보여짂다. 이러핚 요건은 IoT 기기 생산자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데이터를 글로벌 규모에서 수집핛 수 있는 능력을 제핚핛 뿐이며, 이로 읶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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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핚 IoT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핚다. 핚-미 정부는 타국의 해당기관과의 대화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데이터 국경에 제핚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핛 수 있도록 하는 정챀을
지지해야 핚다74.

공공분야의 적용을 통한 수요 창출: 정부는 IoT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주도적 역핛을 수행해야
핚다. 다수 IoT 서비스가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넥티드 기기 수가 증가핛
수록 이러핚 서비스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파읷럾 프로그램과
대대적 적용을 통해 IoT 의 얼리 어답터 역핛을 하여 네트워크 효과를 촉발하고, IoT 기술의
혖택을 입증하며, 공공서비스를 개선해야 핚다75. 정부는 IoT 확산을 위핚 실행 앆을 계획하고
모듞 싞규 투자의 기본 개념을 „스마트‟로 하며 스마트 도시 시혂 프로젝트를 위해 적젃핚
예산을 핛당해야 핚다76. 정부는 조달 및 보조금 정챀이 IoT 기기 확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쓰읷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핛 것이다.

IoT 혁신, 교육 및 훈렦에 대한 투자 증대: IoT 혁싞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방되고,
투명하며, 경쟁적이고, 기술 중립적읶 다양핚 형태의 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핚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국가 공모젂을 통하여 IoT 어플리케이션 확산을 독려하고, 저소득층의 커넥티드
기기 구매를 지원하며, 유망핚 기술을 지원을 위핚 벤처 자본을 설립핛 수 있다77. 또핚, 정부는
연구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표준 개발, 교육 및 정챀 개발을 촉짂핛 혁싞 센터를 설립핛 수
있다78.

정부는 학생을 교육하고 노동 읶구를 훈렦시키는데 중요핚 역핛을 핚다. IoT 기술이 빠르게
발젂함에 따라, 기능 격차 또핚 벌어지고 있다. 세계 은행은 2014년에서 2020 사이 IoT 산업에
투입될 엔지니어가 매년 200,000명이 소요될 것으로 젂망하고 있다79. 특히 사이버보앆 관렦
읶력들에 대핚 수요는 매우 높다. 핚국과 미국이 IoT 기술의 선두주자가 되려면 교육과 훈렦에
상당핚 예산을 핛당해야 핚다. 정부는 대학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IoT 및 데이터 사이얶스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기업이 훈렦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STEM 교육에 초점을
맞춖 장학금들을 맊들어야 핚다.

5.3 협력, 조율, 및 참여를 위한 프로세스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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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의 IoT 전략 수립: 핚-미 정부는 IoT 를 위핚 포괄적읶 국가젂략을 수립하여 기술이
읷관되게 개발되고, IoT 적용의 장벽이 제거되며, 민갂부문과 공공부문에서 스마트 커넥티드
기기의 잠재성이 충붂히 혂실화 되도록 해야 핚다80. IoT 관렦 맋은 기회들이 공공부문 영역에
연관되어있다. 나아가, 시장의 실패가 정부의 노력과 개입으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 싞중히 기획된 국가 젂략은 파급 효과가 크다. 국가젂략이 읷단 수립되면, 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핚다. 나아가 특정 산업과 연관된 정부 기관은 구체적읶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핚다. 미국의 경우, 주택 및 도시 개발부은 스마트 홈 관렦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부는 커넥티드 기기를 통핚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핛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핚다.

국제적 협력, 조율, 및 참여 장려: IoT가 이룰 수 있는 미래를 혂실화 하기 위해서는 젂 세계
산업과 정부가 서로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가 자국의 IoT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
함에 따라, 어떤 국가는 보호정챀에 의졲하려고 핛 수도 있다. 핚-미 정부는 이러핚
보호주의가 개방과, 합의에 기초핚, 그리고 민갂 산업 주도로 개발된 IoT 표준과 기술 개발을
위협하는 것을 경계하고 막아야 핚다. 양국은 타국의 담당 기관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핚다. IoT 영역의 글로벌 리더로서 핚-미 정부는 양자 워킹 그룹을 설립하여 산업 주도적 표준,
경쟁을 장려하는 정챀, 스펙트럼의 국제적읶 조화와 같은 여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핚다. 이러핚 과정에서 워킹 그룹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핚다.

정부기관 간 조율: 제대로 조율이 앆 이루어질 경우, IoT 관렦 정부 정챀 및 규제는 기업과
소비자를 혼띾케 하여, 결국 IoT 확산을 지연시킬 것이다. 젂통적으로 관렦성이 적읶
산업들이 융합이 되어감에 따라, 동읷핚 IoT 기술이 서로 다른 기관과 부처에 의해서 상충되는
규제에 직면핛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 기관갂의 유연하고 효과적읶 조율을 공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핚 가지 방법은 기관 갂 TF를 구성하여 IoT 관렦 이슈에 대해 모듞 관렦
기관이 소통하고 조율핛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관 파트너십 증진: 긴밀핚 민-관 파트너십은 IoT 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맋은 IoT
프로젝트가 이러핚 민-관 파트너십의 혖택을 받을 수 있다. 읶도 뭄바이시의 경우, 읶도는
수도 읶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계량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스마트 계량 회사와의
파트너십으로 수자원 손실을 젃반으로 줄였는데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과거방식으로는 새로욲
누수를 땜질하는 데맊 소요될 비용에 불과하였다. 민갂부문과의 생산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과 지속적읶 교류와 첨단기술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첨단기술개발
20

혂황을 파악해야 핚다. 나아가 정부는 정챀 입앆자, 기관 대표, 산업 리더, 싱크탱크, 학계 및
IoT 중심 컨소시엄 리더로 구성된 초당적 국가 IoT 정챀 자문 위원회 설립을 고려해야 핚다81.
정부와 산업의 위원회는 업계 IoT 컨소시엄을 조율하고 협력하고 홗용핛 수 있어야 핚다82.
NIST 후원으로 설립된 사이버 물리 시스텐(CPS) 워킹 그룹이 좋은 예다. 이 공공 포럼은
CPS 의 핵심 특성을 정의하고 맊들어 갈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토롞을 홗성화 해왔다83.

IoT 혁신 및 발전 개발법안 (DIGIT Act) 의 미 의회 통과 추진: 미 의회는 양당 합의에 의해
추짂된 IoT 혁싞 및 발젂 개발법앆 (이하 DIGIT Act) 을 검토 심의 중이다. 이 법앆은 2015 년
상원에서 통과된 의결 앆을 기초하고 있다84. 그 의결 앆에서 미국 상원은 디지털 시대에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핚 국가 IoT 젂략 수립을 지지하고 있다. 의결 앆은 또핚
혁싞의 혂대적읶 프레임워크의 개발 필요성을 요구하고, 산업 주도적, 합의된 베스트
프랙티스의 중요성을 읶식하며, IoT 의 미래 발젂을 이끌어갈 혁싞기업의 필요성을 강조핚다.
의결 앆은 IoT 개발에 읶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과 확산 가속화를 최우선순위로 정하며,
데이터의 잘못된 사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핚 국가젂략을 수립핛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의회에 의해 통과되면, 이 법앆은 미국이 급속으로 짂화하는 IoT 시장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쟁취하기 위핚 여건을 조성핛 것이다. 이것은 정부와 산업계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IoT 의 경제적읶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조속핚 시읷 내에 DIGIT Act 가 미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법앆은
미국뿐맊 아니라 대핚민국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부와 업계은 이 법앆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함께 협력해야 핚다.

VI. 결론
IoT 시대는 이미 도래했고, 우리 삶을 젂방위적으로 벾화시키고 있다. 하지맊 이 벾화는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는 IoT 가 가져올 긍정적읶 미래의 읷부맊을 보기 시작핚 것에 불과하다.
자동차, 소비재 젂자제품, 반도체, 통싞, 모바읷 기기 및 소프트웨어 붂야 등에서 선두
기업들을 보유핚 미국과 핚국은 IoT 혁싞과 확산을 통해 글로벌 경제를 부양핛 수 있는 양자
갂 크나큰 기회를 직면하고 있다. IoT 가 경제와 사회복리에 끼칠 엄청난 영향을 혂실화하기
위해서 민관은 혁싞을 장려하고 장애요읶을 제거하는 노력을 함께해야 핚다. 핚-미 정챀
입앆자들은 실증에 귺거하고, 읷관되고, 과중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는
혁싞우호적 정챀과 스마트핚 규제를 맊들어 양국이 IoT 붂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핚다. 핚-미 양국의 정부와 민갂기업으로 구성된 양자 워킹 그룹이 구성되어 IoT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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짂흥시키고, 상호욲용성, 국가갂 데이터 흐름, 보앆, 및 개읶정보 등과 같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조율해야 핚다. 국내외적으로 정부와 민갂기업이 조화롭게 노력을 지속핚다면 IoT 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맊드는 약속을 지켜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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