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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센서, 통신 기술 및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의 구현은 점점 더 용이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IoT 시스템에 기반한 성공적인 혁신 사례는 아직까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는 IoT 시스템 내 센서 데이터에 대한 

오해로 인해 실제 업무 현장의 도메인 지식을 쉽게 IoT 시스템에 접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 사용 환경을 제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외부 

요소의 집합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을 통해, 제품의 외부 요소가 IoT 

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변형되고 수집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추적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IoT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외부 데이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확장함으로써, IoT 시스템 내 

센서 데이터가 가지는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제품 및 

부품의 상태에 대한 기준을 통해 도메인 지식들을 IoT 시스템 데이터와 

결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품 사용 환경 – 제품 상태 매트릭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매트릭스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상태가 

유사하거나 상이한 사용 환경들이 어떻게 군집을 이룰 수 있는지 

탐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개발된 프레임워크는 IoT 시스템 

데이터가 아직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다른 산업분야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굴삭기의 IoT 시스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굴삭기의 주행 장치의 상태를 기준으로 각각의 환경이 서로 

어떻게 유사도를 가지는지, 차이점을 가지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주요어 : 사물 인터넷(IoT), 센서 데이터, 제품 사용 환경, 제품 상태 

학   번 : 2016 - 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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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IoT 데이터가 잘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 

 

2000년대 이후 제품 내 외부의 물리적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기술,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처리하는 프로세서 관련 기술 및 수집된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용 중인 제품으로부터 

직접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관련 기술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황원식(2016)의 조사에 따르면 IoT 기술이 산업의 생산 분야에 도입되면서 

공장의 생산공정과 공급 체인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공장이나 기업 등의 물리적인 경계를 초월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oT 기술의 

발전은 에너지, 의료, 제조업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IoT 관련 기술은 그 잠재력에 비해 

실제 기업이 기대한 만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IoT 데이터 분석 결과를 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IoT 데이터 분석 업무 담당자들 역시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많은 시행 착오를 겪고 있다. 이렇게 IoT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전문가 

3인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IoT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 방향성이 모호하다. 현재 센서, 

프로세서, 무선 통신기술 수준에서 IoT 시스템의 하드웨어적 구현 및 

운용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이미 상용화된 이동통신망과 스마트폰에 비해 

적은 데이터량을 다루기 때문이다. IoT 관련 기술이 주목 받으면서 IoT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IoT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IoT 데이터의 잠재력에 비해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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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는 현재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IoT 데이터의 활용 방법을 

체계화하는 부분에 연구가 아직 많이 진행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IoT 데이터 분석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는 

데이터 분석 담당자들이 센서 데이터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제품에 적용되는 센서는 제품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센서는 제품(또는 제품 내부의 

부품)이 목적한 기능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는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외부 요소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측정한다. 각각의 센서는 

제한적인 변화 현상(특정 부위의 온도, 가속도, 거리 등등)을, 한 가지 

관점에서만 측정하므로 그 데이터는 매우 단편적이며, 다른 의미로 

확장하여 적용하기에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엔진 온도 데이터는 냉각 

장치의 고장이나 윤활유의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변화하는데, 이를 

단순히 '엔진 과부하'로 단정하여 분석을 진행하면 업무 현장에서는 그 

분석 결과를 쉽게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제품 

내부의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는 기업에서 그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분석하는 목적으로 확장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선, 각각의 센서가 

적용된 이유 및 센서에서 수집되는 정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체계적으로 기획하여 분석을 진행해야 하나,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 담당자들의 경우 제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없이 

성급하게 데이터부터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학문적 연구와는 별개로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개별적인 비즈니스 

이슈(고객 차별화 서비스 개발, 소모품 수급 등)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려는 시도가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IoT 

데이터가 전반적인 제품 영역에 걸쳐 활용될 수 있도록 도메인 

지식(Domain knowledge)과 융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할 때, 기존의 IoT 데이터 분석이 잘 

활용되지 못한 원인은 지엽적인 비즈니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IoT 

시스템의 센서 데이터를 무리하게 확대 해석한 것에 있는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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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 사용 

환경'과 ‘제품·부품의 상태’를 기준으로 IoT 데이터와 기업 내 다른 

도메인 지식이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품 사용 환경'을 기준으로 볼 때 사용자의 니즈(Needs)가 발현되는 

과정과 센서 데이터가 수집되는 과정에 유사성을 찾을 수 있으므로, 센서 

데이터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면서 기존의 정보 수집 방법을 보완하여 

도메인 지식과 융합되기 위해서는 IoT 데이터를 통해 '제품 사용 환경'과 

‘제품·부품의 상태’에 대한 분석 및 분류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IoT 관련 기술이 적용된 분야는 제조 설비, 건축물, 플랜트 등 매우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제품 사용 환경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건설 

기계, 선박, 자동차와 같은 제품에 적용된 IoT 시스템만을 다루고자 한다. 

 

 

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IoT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있어 

기존의 연구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연구되었으며, 제품 사용 환경과 IoT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지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IoT 데이터의 분석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품 사용 환경 및 제품·부품 상태와 

같은 필요한 용어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왜 본 연구가 제품의 사용 환경에 

주목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IoT 데이터가 가지는 특성을 바탕으로 제품 사용 단계의 

정보 수집 방법으로써 IoT 시스템을 기존의 정보 수집 방법과 비교하여 

살펴보려 한다. 를 제품의 외부 요소와 결합하여 사용 중인 제품의 사용 

환경을 유추하는 과정을 통해 제품의 상태를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5장에서는 IoT 데이터의 상세한 형식과 각각의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 각 데이터를 데이터의 생성 위치와 집계 방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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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분류된 데이터들의 특성 및 확장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이를 제품 사용 환경 – 제품 상태 매트릭스에 

적용하여 제품 사용 환경과 제품 상태 사이의 관계를 IoT 데이터를 통해 

연결하는 프레임워크를 소개한다. 또한 이렇게 분석된 제품 사용 환경이 

이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예시를 소개한다. 

제 6장에서는 실제 굴삭기로부터 얻은 IoT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굴삭기 내 주행 장치의 상태를 기준으로 환경을 유추하고, 이를 통해 각 

환경별로 군집화하는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프레임워크가 

실제 업무 현장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사례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 7장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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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1990년대 후반 이동 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용 휴대 통신기기가 

확산됨에 따라, 같은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IoT 시스템의 개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연구가 Van Der Laan et al.(1997) 및 Hoedemaeker and 

Brookhuis(1998)등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2000년대 초 일본의 “코마츠 

(小松; Komatsu)”사에서 Arakawa(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KOMTRAX” 

라는 이름의 IoT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통신 단말기 및 통신망 구축에 

대한 하드웨어 개발 관련 연구가 점차 확산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로 다른 

산업분야에서 개발을 시작한 IoT 관련 기술이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의 

기술발전을 이끌어 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Wilcox(2011)는 무선 통신망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차량에 적용되는 IoT 관련 기술과 관련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Savan et al.(2015)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 

와이오밍 주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이러한 IoT 기술을 시험 적용함으로 써 

향후 IoT 기술의 적용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Lin et al.(2015)는 IoT를 

설계 및 예술적 디자인과 접목함으로써 IoT 기술의 적용 분야를 넓히는데 

기여했다. Floerkemeier et al.(2008)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의 연구 성과를 

통해 현재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되는 IoT 시스템의 하드웨어 관련 사항은 

기술개발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데이터의 활용 방안에 집중하여 

기존의 IoT 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드웨어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IoT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 데이터 베이스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Duri et al.(2002)에 의해 200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oT 데이터는 그 특성상 데이터 발생 

시점과 수신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그 순서가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복잡성을 지닌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주요한 이슈로 Ding et al.(2015)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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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oT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원하는 

결과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맨틱 웹 기술 기반의 데이터 베이스 구조 

및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한 연구가 Kiritsis(2013) 및 Yoo et al.(2016) 등에 

의해 진행 되고 있으며, Yukawa(2011), Cai et al.(2014) 등의 연구자들은 IoT 

시스템에 기계학습을 적용하는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가장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IoT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Quddus et al.(2003)은 IoT 데이터를 

통한 공간적 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위치 정보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기 다른 산업에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IoT 데이터의 

활용안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Li et al.(2012)은 제품의 

개발 전략에, Ng et al.(2015)은 공용화 전략 수립에,  Tao et al.(2014)은 생산 

단계에, Sehgal et al.(2012)은 기업 내 자산 활용에 IoT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Bi et al.(2014) 등은 기업 내부에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Matsumoto(2011)는 IoT 시스템에 기반하여 기존의 

기업이 가지고 있던 사업 모형이 아닌 새로운 사업 모형을 기획하는 데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산업별로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중에 제품의 성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Doishita et al.(2010), Kitatani(2010) 및 Jayavardhana(2013) 

등은 건축 분야에서, Szadziul and Słowiński(2008), Alshibani and Moselhi(2016) 

등은 운송 수단에서, Han et al.(2014) 등은 농업에서 각각의 산업에 관련된 

사례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상의 관련 연구에서 현재 IoT 관련 분야에서 하드웨어 및 정보 처리 

관련 연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는 

사례 연구를 위주로 특정 분야에서 집중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제품 사용 환경에 

주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의 IoT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1차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7 

3. IoT 데이터 분석의 지향점 

 

 

3.1 제품 사용 환경 분석의 중요성 

 

Ulrich(2003)은 제품을 ‘기업에 의해 제작되어 고객에게 판매되는 

재화’라고 정의하였다. Pahl and Beitz(1996)이 밝힌 바와 같이 기업은 

소비자가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구매할 가치가 충분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모든 기업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자 많은 자원과 시간을 사용한다. 

상기의 제품 및 제품 개발 목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품을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목적한 기능을 

수행하고자 기업에서 제조하는 재화"로 정의하고자 한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선 소비자의 니즈를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소비자의 니즈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소비자 관점에서 

니즈를 둘러싼 요소들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제품 개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니즈는 소비자 개개인의 기호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개인 소비자가 아닌 특정 사업적 목적을 가진 기업 소비자를 

상대하는 B2B(Business to Business) 산업의 경우, 소비자는 스스로 니즈를 

구체화하고 이를 만족할 수 있는 사양의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제품을 구입한다. 이 경우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은 소비자의 니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주변 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소비자 주변의 어떤 환경 

요소가 소비자의 니즈를 이끌어내는지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렇게 밝혀진 인과관계를 통해 기업은 소비자의 니즈에 대해 

중요도 및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고, 소비자가 미처 인식하거나 표현하지 

못한 잠재적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 개발 전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결과 기업 내부에서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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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환경에 대한 이해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제품 개발 현장에서 제품 사용 환경에 대한 부분은 실제 고객과 

접촉하는 영업, A/S 사원의 도메인 지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도메인 지식은 업무의 종류와 주변 환경, 지식을 보유한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받으므로 표준화 하기 매우 어렵다. 기업이 제품 사용 환경에 대해 

보다 깊이 알고자 한다면 제품 사용 환경과 제품이 주고 받는 영향에 대해 

기존의 도메인 지식과 더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2 제품 사용 환경 관련 용어의 정의 

 

Ulrich(2003)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품 

개발자들이 제품 사용자와 관계하면서 직접적으로 제품 사용환경을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품 개발자들이 

모든 제품 사용환경에 대해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oT 시스템과 센서 데이터의 

특성을 활용하여 사용자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제품 사용 환경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제품 사용 환경이란 “제품 또는 부품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품 외부 요인이 균일하게 유지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제품 또는 부품의 상태란 “제품 외부 요인으로 인해 

변화하는 제품 및 부품의 물리적 특성”을 뜻한다. 즉 제품의 기능 

정도(Performance), 내구 수명, 마모도, 잔여 수명 및 한 부품이 다른 부품에 

대해 미치는 영향 등의 요소를 제품 또는 부품의 상태라 표현할 수 있다. 

제품 외부 요인은 “제품에 영향을 주는 주변의 물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및 사용자의 제품 사용 방식”을 의미한다. 제품의 물리적 주변 요인으로는 

외력, 위치와 같은 운동에너지의 변화, 온도로 표현되는 열 에너지의 변화, 

전기장, 자기장, 전파와 같은 전자기적 에너지, 접촉면이나 주변 유체와 

일어나는 마찰 등이 있다. 제품의 사회적 주변 요인으로는 제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용 및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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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제품 사용 환경을 구성하는 제품 외부 요인 

 

경제적 요인, A/S 파견 직원의 접근성, 부품 수급 용이도, 사용자의 숙련도 

및 제품 오남용 관련 요인와 같은 문화적 요인, 기후, 토질, 지형, 식생과 

같은 지리적 요인 등을 꼽을 수 있다. 사용자의 제품 사용 방식은 

사용자의 조작 숙련도, 특정 기능에 대한 선호와 같이 제품의 조작과 

관련된 요인, 제품 부가 장치(Option)에 대한 설정, 상황에 따른 제품 기능 

정도의 변경과 같이 제품 조작 전후에 조작을 보조하기 위한 제품 설정과 

같은 요인, 끝으로 소모품의 교환, 청소, 사용 후 보관 방식과 같은 관리에 

해당하는 요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 외부 요인은 

[그림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특정 부품 또는 제품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세부 환경은 균일한 

제품 외부 요인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즉 같은 외부 요인으로 같은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 두 제품·부품은 동일한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서로 다른 상태 변화가 일어났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외부 요인이 

같다면, 두 제품·부품은 동일한 환경에 있다고 해야 마땅하다. 같은 상태 

변화가 일어났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외부 요인이 다르다면 두 

제품·부품은 서로 다른 환경에 있다고 이해해야한다. 

이상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제품 사용 환경은 그 기준이 되는 “제품 

또는 부품의 상태”에 따라 세분화 될 수 있으며, 하나의 제품을 둘러싼 

환경은 각각의 상태 기준에 따라 정의되는 다양한 세부 환경들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대의 자동차를 둘러싼 사용 환경은, 엔진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소로 정의되는 세부 환경, 구동계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소로 정의되는 세부 환경, 운전석 상태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소로 정의되는 세부 환경과 같은 다양한 세부 환경이 결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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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3.3 제품 사용 환경으로 인한 소비자 니즈 발생 구조와 IoT 

Data 수집 구조 사이의 유사성 

 

소비자의 니즈는 소비자를 둘러싼 주변 환경으로부터 소비자가 느낀 

결핍과 불만족을 해결하고자 하려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하지만 이러한 

결핍과 불만족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니즈는 모호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니즈의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소비자의 의도에 의해 주변 환경의 결핍과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제품이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기능을 보다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해, 제품이 어떤 기능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수행하는지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을 제품의 사양(specific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에 적용된 IoT 시스템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IoT 

데이터는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상태 변화로 인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IoT 데이터는 제품 주변의 물리적·사회적 

외부 요인과 사용자의 제품 사용이 제품에 변화를 일으키면, 이 변화를 

센서가 감지하여 IoT 단말기를 통해 기업에 전달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IoT 시스템이 적용된 모든 제품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이를 종합하여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 내게 된다. 여기서 사용자의 제품 

사용은 다른 물리적·사회적 외부 요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된 정보를 통해 동일한 물리적·사회적 외부 요인이 사용자에게 어떤 

행동 양식을 가져오는지 유추도 가능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의 니즈가 생성되어 제품의 

사양으로 해석되는 과정과, IoT 데이터가 수집되어 종합되는 과정 사이에는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자의 니즈와 

IoT 데이터는 제품·사용자를 둘러싼 외부 환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수의 제품·사용자가 생성하는 단편적인 데이터를 종합하여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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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소비자 니즈 도출 과정과 IoT 데이터 수집 과정의 유사성 

 

데이터는 소비자의 니즈와 제품의 기능 및 사양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기존의 정보 수집 방법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제공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IoT 

데이터를 통해 제품의 주변 환경 요소와 제품 및 부품의 상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향후 IoT 데이터 분석의 지향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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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사용 환경 – 제품·부품 상태 관계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IoT 데이터의 특성 

 

 

4.1 제품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IoT 데이터의 의의 

 

Kiritsis(2013)는 [그림3]에서 보이는 IoT 데이터의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에서 IoT 데이터를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내 정보의 흐름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품에서 수집되는 IoT 

데이터는 Middle of Life 단계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즉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어 그 수명을 다해 폐기되기 전까지의 데이터인 것이다. 

IoT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았던 과거에도 Middle of Life 단계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Ulrich(2003)은 이를 위한 방법으로 

고객 개인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사용 중인 제품의 관찰(Field 

survey)을 통해 고객의 제품 사용 양상을 관찰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상기의 인터뷰 및 관찰 방법 외에 각종 협회 및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기업들은 사용 중인 제품에 대해 제품 사용 환경과 고객 사용 습관, 더 

 

 

[그림3] 제품 수명 주기 및 정보의 완결 (Kiritsis, 2013) 



 

 13 

나아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려 시도해 왔다.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IoT 

시스템이 수집하는 데이터들은 기존의 데이터 수집 방법과 아래와 같은 

특성에서 구분된다. 

 

 

4.2 IoT 데이터 수집 과정 

 

IoT 시스템이 적용된 사용 중인 제품에 대해 시스템이 수집하는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IoT 시스템은 제품 및 제품 내 부품의 

상태 변화를 센서 및 단말기를 통해 수집하여, 전체 제품군의 데이터를 

통합관리 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제품에 적용된 

센서들은 그 수집한 정보들을 IoT 통신 단말기에 전송하고, 이 정보들을 

사전에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IoT 단말기가 UDP, SMS 등의 문자 메시지 

형태로 정리하여 기업 내 IoT 데이터 서버에 송신한다. IoT 데이터 서버는 

실시간으로 모든 IoT 단말기가 보내는 정보를 취합하여 저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센서는 각각의 부착 위치에서 센서가 수집할 수 있는 

단편적인 데이터만을 수집한다. 즉 센서는 단편적인 온도, 전압, 광량 등의 

단순 물리량만을 측정한다. 이렇게 센서가 측정하는 물리량들은 외부 환경 

또는 사용자의 사용 습관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보다는, 제품·부품의 상태 

변화, 또는 그러한 상태 변화로 일어나는 부수적인 물리적 현상일 경우가 

더 많다. 각각의 측정 값들은 특정 상태에 대한 누적 시간값으로 

치환되거나, 특정 센서값을 조건으로하는 알람 형태로 제품의 컨트롤 

유닛에 적용되어 제품의 성능이 온전하게 발휘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 기업이 수집하고자 하는 일부 데이터가 [그림4]와 같이 IoT  

 

 

[그림4] 기업의 IoT 데이터 수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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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를 통해 전송되게 된다.  

제품의 외부 요인이 변화시키는 제품·부품의 상태는 특정한 현상으로 

발현되는데, 센서는 그 종류에 따라 제품의 외부 요인, 제품·부품의 상태, 

또는 현상을 그 목적에 따라 수집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내리막길이라는 외부 

환경요인이 브레이크라는 부품의 수명을 줄어들게 만드는데, 센서는 

브레이크 오일의 과열 이라는 현상을 측정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3 IoT 데이터의 특성 및 강점 

 

제품으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결과를 기업 내에 저장하는 

과정을 통해 IoT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연속성, 동시성, 수집 대상 제품의 

확장성, 수집 대상 데이터의 확장성이라는 4가지 특성을 가지게 된다. 

 

 연속성 

일정한 시간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Middle of Life 단계의 데이터를 

수집 가능하다. 

 동시성 

데이터의 발생 시점 및 위치에 관계 없이 즉시 수집 가능하다. 

 수집 대상 제품의 확장성 

전체 제품군에서 IoT 시스템이 적용된 제품의 비율이 많아질 수록 

데이터의 전체성이 확장된다. 

 수집 대상 데이터의 확장성 

각 제품과의 상호 작용이 가능한 IoT 단말기를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 및 수집 주기 등을 쉽게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4가지의 특성으로 인해 IoT 시스템은 Middle of Life 단계 

제품의 데이터 수집 수단으로 아래와 같이 제품 수량에 기반한 분석, 분석 

자동화 및 변화 대응성, 비용 절감의 3가지 장점을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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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수량에 기반한 분석 

IoT 시스템은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샘플 분석이 가지는 대표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샘플 선정 

단계에서 접근 용이성이나 담당자의 개인적 성향에 의해 샘플이 전체 

집단에서 일부에 편중되는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이러한 수량 분포에 대한 분석은 데이터 특성에 따라 전체 

제품군 안에서 특정 양상을 나타내는 제품들의 분포 및 분산을 

분석할 수 있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세분화·군집화을 가능하게 

하여 분석 기준에 따라 전체 제품군을 세분화하거나, 특정 양상을 

나타내는 제품들을 군집화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분석 자동화 및 변화 대응성 

IoT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동일한 형식의 

데이터를 동일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시계열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다. 데이터의 발생과 

수집이 동시에 일어나므로 시장의 변화에 대해 즉각적인 감지도 

가능하게 한다. 

수집 데이터의 종류 및 수집 방법의 자유도 역시 IoT 시스템의 큰 

강점이다. 기업과 제품이 IoT 시스템을 통해 상호 연결됨으로써 분석 

의도에 따라 수집하는 데이터 항목 및 수집 방법을 높은 자유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적은 조작 및 비용으로 IoT 단말기에 적용할 

수 있다. 

 비용 절감 

기존의 제품 사용 정보 수집 방법과 같이 제품 사용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출장비를 필요로 한다. 건설기계나 선박의 

경우 일반인은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으며, 

제품 사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장시간 해당 사용 공간에 

채류해야 할 펼요도 생긴다. 또한 관찰 및 인터뷰에 대해 사전에 

사용자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해야 하며 때로는 부가적인 접대비 등을 

들여야 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해당 사용자의 호감을 

얻을 수 있으면 좋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잠재 고객을 잃어버릴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IoT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 비용과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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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 정보의 가치를 고려할 때, IoT 시스템이 절감하는 출장비 및 

접대비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 방법의 장단점은 아래 [그림5]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기존의 사용자를 직접 대면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제품 사용 

현장을 방문하여 제품 사용 상황을 조사하는 방법은 매우 심층적인 정보를 

얻는데 용이하나, 방문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수에 제한이 있고 지속적인 

정보 수집이 어렵다. 협회나 국가기관 또는 통계 전문업체를 통한 

조사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하나의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에 걸친 정보를 

얻기에 용이하나,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고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IoT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경우 지속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제품 

내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분석되지 않은 많은 원천 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뷰 결과나 통계 결과를 검증해 볼 수도 있고, IoT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거나 통계 분석 주제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향후 모든 산업에서 IoT를 중심으로 다른 전통적인 정보 수집 

방법을 함께 종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정보 수집 방법의 대세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림5] IoT 시스템이 기존 정보 수집에 대해 가지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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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 사용 환경-제품·부품 상태 분석을 위한 IoT 

데이터 활용 

 

 

5.1 IoT 데이터의 분류 

 

대부분의 경우 IoT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는 UDP 또는 SMS와 

같은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기업 내 서버에 전송된다. 수집되는 데이터 

값을 그대로 전송할 경우, 전송 데이터 양이 많아지게 되어 데이터 통신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각각의 기업 내 프로토콜에 따라 

암호화된 최소한의 데이터만 전송 받는다. 제품에 장착된 IoT 단말기는 

사전에 정의된 구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리포트(Report)형태로 모아서 

발송한다. 데이터 리포트는 “00, 1234, 5678, ABCD, 1234, 0000 …”와 같은 

쉼표로 구분된 숫자, 문자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포트 형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나열한다. 리포트 내 쉼표로 구분된 숫자들은 

각각의 위치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 시각, 위치 좌표, 제품 가동 누적 시간 

등의 개별 데이터를 나타낸다. IoT 시스템은 제품의 주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리포트를 수집하며, 각각의 리포트는 허가된 사용자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 되어 있다. 

이렇게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제품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생성 위치가 

외생적(Exogenous)인지 내생적(Endogenous)인지에 따라 1차로 분류가 

가능하다. 외생적 데이터는 제품의 외부 요인에 대한 데이터로 데이터 

수집 시간, 위치, 통신 상태, 사용자 및 기타 외부 요인에 대한 직접적 

측정 정보를 포함한다. 내생적 데이터는 제품 사용 중에 제품 내부에서 

발생시키는 데이터로 통신 프로토콜, 제품 일련번호, 사용 시간, 사용 

모드(Mode) 설정, 연료 소모량, 각종 동작 상태 등을 포함한다. 또한 

각각의 데이터들은 데이터 수집 형태에 따라 구분자(Indicator) 데이터, 누적 

기록 데이터(Record), 순간 측정 데이터(Instance)로 구분 가능하다. 구분자 

데이터는 데이터 생성 전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규칙에 의해 정해지는 

값으로 별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누적 

기록 데이터는 제품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기록을 저장하는 데이터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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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IoT 데이터의 분류 

구분자 Indicator 누적 기록 Record 순간 측정 Instance

외생적

Exogenous
운전자 ID 등 운전자별 작업 시간 등

데이터 수집 시간,

데이터 수집 위치,

물리적 외부 요인 등

내생적

Endogenous

제품 Serial Number,

리포트 프로토콜 구분자 등

총 사용 시간, 총 사용 연료량,

모드별 사용 시간,

모드별 사용 연료량,

소모품 사용 시간 등

전압, 온도 등 순간적인 물리량,

경고, 오류, 고장 신호 등

데이터 표현 방식

데이터

발생 위치

 

 

또는 횟수에 대한 누적 수치로 저장된다. 순간 측정 데이터는 데이터가 

발생하는 순간에 센서를 통해 측정하는 값으로 센서에 의한 측정값, 특정 

상황에 대한 발생 여부 등 다양한 형태로 전송된다. [표1]에서는 각 

데이터의 분류 기준 및 예시를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데이터들은 데이터 

생성 위치 및 수집 형태에 따라 데이터의 확장 및 부품 상태와의 연결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외생적 구분자 데이터(Exogenous indicator) 

외생적 구분자 데이터는 제품 외부에서 생성되면서 타 데이터와 

구분될 수 있는 특징을 표현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제품 사용자 정보를 들 수 있다. 일부 선박 및 건설 장비는 제품 사용 

시 운전자의 ID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IoT 

시스템으로 수집되는 운전자 정보는 제품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면서, 

각각의 운전자를 서로 다른 운전자와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외생적 구분자 데이터로 분류한다. 

 내생적 구분자 데이터(Endogenous indicator) 

내생적 구분자 데이터는 제품 내부에서 생성되면서 타 데이터와 

구분될 수 있는 특징을 표현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통신 프로토콜을 

나타내는 구분자나 제품의 일련번호가 이에 속한다. 통신 프로토콜의 

경우 보통 데이터 리포트의 가장 앞에 존재하며, 이후 전송되는 

데이터들의 위치에 따라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제품의 일련번호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를 의미하며, 보통 제품 일련번호-통신 단말기 일련번호-

통신용 가입자 식별 모듈(SIM;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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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조합하여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IoT 시스템 사용자는 각 

데이터 리포트 내부 데이터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각각의 

제품에서 올바른 통신 경로를 통해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외생적 누적 기록 데이터(Exogenous record) 

외생적 누적 기록 데이터는 제품 외부에서 생성되면서 지속적으로 

특정 정보를 누적하여 기록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상기에서 설명한 

외생적 구분자 데이터 중 운전자 ID 정보에 대해, 각각의 운전자가 

작업한 시간을 일‧주‧월 단위 등으로 측정하기 위해 ID별 운전 시간을 

기록할 경우 이를 외생적 누적 기록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내생적 누적 기록 데이터(Endogenous record) 

내생적 누적 기록 데이터는 제품 내부에서 생성되면서 지속적으로 

특정 정보를 누적하여 기록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건설 장비, 선박 등은 제품의 내구 수명을 나타내기 위해 총 

주행 거리, 사용 시간 등을 활용하며, 이를 기록하는 별도의 장치를 

장착한다. 특히 전자 제어가 가능한 내연 기관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연비 및 연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총 연료 소모량을 계측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에 개발되는 제품들은 자동차의 Eco – Normal – 

Sports 모드와 같이 사용자의 사용 설정에 따른 모드별 사용 시간, 

연료 소모량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저장하기도 하며, 소모품 별 교체 

후 사용 시간, 총 소모품 교체 횟수 등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IoT 시스템은 이렇게 제품 내에서 누적하여 저장하는 정보들을 

호출하여 전송할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내생적 누적 기록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다. 

 외생적 순간 측정 데이터(Exogenous instance) 

외생적 순간 측정 데이터는 제품 외부의 환경 요인에 대해 순간적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최근의 제품들은 외부 환경 요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온, 빛, 중력 방향 등을 별도의 센서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와 같이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여 작동하는 제품의 경우 효율적인 에어컨 작동을 위한 외부 

온도 센서를 장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측정된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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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경우 이를 외생적 순간 측정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GPS를 활용하는 경우 위성 신호를 바탕으로 제품의 

위치 및 측정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외생적 순간 측정 

데이터로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무선 통신망에 접속하고 데이터 

전송을 확인하기 위해 발생하는 통신 환경 관련 데이터 역시 제품 

외부의 환경 요인에 대한 데이터이므로 외생적 순간 측정 데이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생적 순간 측정 데이터(Endogenous instance) 

외생적 순간 측정 데이터는 제품 내부 상태에 대해 순간적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최근의 제품들은 제품 관리 및 수리를 위해 각 

부품별 상태를 측정하여 이를 별도의 코드(Code)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냉각수 경고등, 유리 세정액 

경고등 등은 제품 사용자로 하여금 소모품을 늦지 않게 보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엔진이 고장난 경우 A/S 수리 인원들이 별도의 

장비를 통해 조회하는 엔진 에러 코드의 경우 엔진 고장 원인을 쉽고 

빠르게 진단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IoT 시스템은 이렇게 제품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센서 기반 코드를 수집하여 전송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내생적 순간 측정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다. 

 

 

5.2 IoT 데이터의 확장 가능성 

 

IoT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모두 데이터가 발생한 시간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IoT 수집 데이터는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며, 한 가지 종류의 데이터만으로도 시간에 따른 추세 및 예측 

분석을 할 수 있다. 제품에 적용된 센서들은 서로 상관 관계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엔진의 주 사용 RPM 대역과 연료 소모량 사이에는 

강한 상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품 사이의 결합 관계, 

기능 프로세스의 선후 관계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간 상관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제품 외부 요인의 영향이 제품 내에 어떻게 전파되는지 IoT 

수집 데이터 사이의 상관 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IoT 

시스템의 센서를 통해 제품 외부 요인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 수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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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데이터 분류에 따른 확장 가능성 

데이터 분류 시계열 분석 타 IoT 데이터와 연관 분석 외부 데이터를 통한 확장

외생적 구분자 Exogenous Indicator 구분자별 사용 시간 등
구분자별 사용 시간에 나타나는

제품 사용 특성 등

판매 및 서비스 데이터 기반

고객 특성 분석 등

외생적 누적 기록 Exogenous Record 외생적 구분자의 확장 외생적 구분자의 확장 외생적 구분자의 확장

외생적 순간 측정 Exogenous Instance 시간대별 빈도 등
외생적 외부 요인과 부품 상태

변화에 대한 연관 분석 등

동일 데이터에 대한 외부 측정

데이터 비교 분석

내생적 구분자 Endogenous Indicator 시간대별 빈도 등 특정 부품 상태 관련 발생 빈도 등
특정 외부 요인에 대한

발생 조건 탐색 등

내생적 누적 기록 Endogenous Record 시간대별 변화율 등
제품 사용 시간에 따른 부품

소모 가속화 등

부품별 시험 성적 기준

탐색 등

내생적 순간 측정 Endogenous Instance 시간대별 빈도 등
순간 측정 값의 누적으로 인한

타 누적 기록의 변화 등

특정 외부 요인에 대한

발생 조건 탐색 등  

 

불가능하더라도, IoT 시스템 수집 데이터를 다른 외부 데이터와 연계하여 

확장함으로써, 제품 외부 요인에 대한 간접적인 분석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수집 시간 및 데이터 수집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제품이 해당 시간에 어떤 날씨 상태에 있었는지 

외부 날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일련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한 히스토리 

정보를 추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확장을 통해 IoT 시스템 수집 데이터를 

제품 외부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로 가공할 수 있다. [표2]에서는 각 

데이터의 분류 기준에 따른 데이터 확장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외생적 구분자 데이터의 확장 

외생적 구분자 데이터 중 하나인 사용자 ID 데이터의 경우, 각각의 

데이터는 특정 시간에 특정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시간에 따라 전개할 경우 각각의 사용자가 얼마나 

오래, 자주 제품을 사용했는지 추적 가능하므로 1차적으로 사용자 별 

사용 시간을 추정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각 사용자가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연료소모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용자 별 

연료 소모량에 대한 통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제품 위치에 

근거한 해당 지역의 연료 가격과 연계할 경우, 각각의 사용자가 제품 

사용으로 인해 소모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내생적 구분자 데이터의 확장 

내생적 구분자 데이터는 통신 프로토콜 구분자나 제품 일련번호 등과 

같이 데이터의 직접적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성격을 가진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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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의 시계열 분석은 특정 상황에 대해 

감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부품의 성능 이상에 

대한 리포트가 단 시간 내 조밀한 주기로 접수 될 경우 해당 부품에 

이상을 주는 환경 요인에 급격한 변화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일련번호의 경우 기업 내 생산, 유통, 판매 관련 데이터와 

연동하여 제품의 상태 이상에 대한 원인이 제조 과정이나 운송 과정, 

또는 특정 고객의 조건에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분석이 가능하다. 

 외생적 누적 기록 데이터의 확장 

외생적 누적 기록 데이터의 확장은 대부분 외생적 구분자 데이터의 

시계열 분석을 통한 확장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내생적 누적 기록 데이터의 확장 

내생적 누적 기록 데이터는 제품의 내구 수명에 대한 지표로 활용되는 

데이터로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내생적 누적 기록 데이터 시계열 

분석은 각각 데이터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그 초점이 맞추는 것이 

좋다. 내구 수명이 급격히 소모되는 환경 조건과 그 환경 조건과 

연관된 부품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상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가 제품 사용 모드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데이터들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이 외부 환경 

조건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러한 영향들이 결국 제품의 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이 가능해진다. 

 외생적 순간 측정 데이터의 확장 

외생적 순간 측정 데이터는 크게 제품의 성능과 무관한 데이터 수집 

시간, 장소, 통신 상태 등과 제품이 외부 환경 조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집하는 데이터로 나눠 볼 수 있다. 제품의 성능과 무관한 

데이터의 경우 외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확장 가능성이 가장 큰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품이 존재한 시간 및 장소를 알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날씨 변화와 같은 물리적 환경 요인, 해당 

지역의 유가 변동과 같은 사회적 환경 요인을 연관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제품의 성능과 관련한 데이터의 경우, 상기 물리적 

환경 요인에 대한 검증 데이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며, 지나친 외부 

데이터의 활용으로 인한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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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내생적 순간 측정 데이터의 확장 

내생적 순간 측정 데이터는 제품의 정상적 작동 중에 일어나는 사건, 

즉 제품의 사용 시작, 종료 및 사용자의 조작 관련 데이터와 제품 

상태 이상을 알리는 경고, 오류, 긴급 정지 알람과 관련된 데이터로 

나눠 볼 수 있다. 제품의 정상적 작동 중에 일어나는 사건은 대부분 

사용자의 조작에 대한 데이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가 

사용자의 제품 조작(User profile)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해상도(Resolution)로 수집이 되어야 한다. IoT 시스템을 통해서 

해상도가 높은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발생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별도의 통신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의 조작에 대한 표본 추출이 필요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옳다. 제품의 상태 이상과 관련한 데이터의 

경우 부품의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수집 데이터로 보는 것이 옳다. 

다만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부품의 어떤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지, 

또한 부품간의 연관 관계나 외부 환경 조건의 변화가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도면밀한 사전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1장에서 언급한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사전 분석 작업이 소홀하면 IoT 시스템의 

활용도 자체가 낮아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3 제품 사용 환경-제품 상태 매트릭스 

 

IoT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구조는 [그림6]과 같이 제품 외부 요인과 

제품·부품의 상태를 축으로 하는 매트릭스 구조; 사용 환경–제품 상태 

매트릭스 (Operating Environment-Product Status Matrix) 로 나타낼 수 있다. 

제품의 사용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선 우선 제품의 외부 환경 요소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구체적으로 특정 부피·면적 이하의 공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으나, 특정 

도로, 도시, 국가, 해역과 같은 행정 구역이나 기후, 생태계와 같은 자연적 

구역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된 공간은 다른 공간과 서로 다른 

환경적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특징이 결국 제품·부품의 상태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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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제품 사용 환경 – 제품 상태 매트릭스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분석의 기준이 되는 제품·부품의 상태를 설정해야 한다. 

제품·부품의 상태는 분석의 목적 및 분석 인원의 주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분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이러한 분석의 목적을 사전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의하고, 그 범위를 

충분히 좁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품의 사용 환경은 이렇게 설정되는 

제품·부품의 상태를 기준으로 분석된 다양한 세부 환경 특성이 결합하여 

다차원적으로 정의되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제품·부품의 상태에 대해 

상세하게 정의하는 것 못지 않게 각각의 제품·부품의 상태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대해 사전에 정의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외부 환경 요인은 위에서 설정한 제품·부품의 상태에 관련된 

요소들을 최대한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3장에서 

설명한 물리적, 사회적 외부 요인 및 사용자의 행동 양식이 반영된다. 물론 

물리적, 사회적 외부 요인 및 사용자의 행동 양식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상호 영향 정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제품·부품의 상태와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해 설정한 후에는 

분석 목적에 맞게 이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제품·부품의 상태는 상호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중복을 최소화 하고, 목적에 따른 우선 순위 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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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외부 환경 요인 역시 간소화 된 제품·부품의 상태에 맞춰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종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는 제품 및 제품 사용 환경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분석의 목적에 맞는 제품·부품의 상태와 외부 환경 요인을 선별해 낸 

후에는 IoT 데이터를 종류별로 배치한다. 상기 IoT 데이터의 분류 

기준에서 정의한 외생적 데이터는 외부 환경 요인에, 내생적 데이터는 

내부 환경 요인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직접적으로 

활용되기보다 각각의 분석 목적에 알맞게 가공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에 따른 시계열 분석이나, 서로 다른 데이터의 연관 분석, 외부 

데이터를 통한 확장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데이터 분류 기준에서 정의한 

구분자 데이터의 경우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끼리 군집화하거나 생산, 

판매 관련 사내 데이터와 연관 분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누적 기록 

데이터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그 변화율을 측정하고, 다른 외부 환경 

요인과 관련된 데이터의 변화율과 연관 분석을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순간 측정 데이터도 역시 시계열 분석을 통해 특정 시간 구간 내의 

데이터 발생 빈도 및 다른 순간 측정 데이터와의 연관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분석의 목적에 맞는 제품·부품의 상태와 외부 환경 요인을 선별 및 

가공된 IoT 데이터의 배치가 완료되면, 최초에 구분했던 모든 공간적 

범위에 대한 군집 분석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 비슷한 

특성을 가진 환경을 군집화 할 수 있으며, 한 제품이 얼마나 이질적인 

환경을 겪어왔는지 그 누적된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군집화 된 

환경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이 활용 될 수 있다. 

 

 

5.4 제품 사용 환경 분석의 활용안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IoT 시스템 

수집 데이터 기반 제품 사용 환경 분석 결과는 시장 분석 및 예측, 신제품 

개발, 예방 정비 서비스 및 부품 판매 전략 수립의 3가지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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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분석 및 예측 

IoT 데이터를 통한 제품 환경 분석은 제품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산업에서 제품 사용량이 늘어난다면, 이는 그 지역 또는 산업의 

경기가 호황임을 나타낸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거시 경제 지표 및 

산업 동향 관련 예측 자료를 교차 분석한다면, 장기적으로 특정 지역 

및 산업으로 세분화 된 시장에서 제품의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지역, 산업의 수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전세계 시장의 수요 역시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장 예측 자료는 기업의 장기 사업 전략(Long range plan)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의 장기 사업 

전략은 주주들의 투자를 확대하고 조직원들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해 

공격적인 목표로 수립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목표는 

결국 팔리지 않는 제품으로 볼 수 있는 악성 재고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는 기업 전체의 현금 흐름을 방해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기 사업 전략 수립의 

근거 자료로 각종 거시 경제 지표 및 경제 기관에서 발행하는 예측 

자료를 활용하나, 여기에 IoT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예측을 

추가할 경우 보다 현실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oT 데이터 분석 자료는 기업 내부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타 기업과의 차별적 경쟁력을 만들어내는데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일본 “코마츠”사에서 2007~2011년 회장을 지낸 坂根 正弘(2011)는 

그의 저서에서 건설기계 IoT 시스템인 KOMTRAX의 활용 경험을 

밝히고 있다. 그는 KOMTRAX 로부터 얻은 지역별 굴삭기 가동시간 

분석을 통해 사업 목표를 수정하고 제품 재고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경쟁사에 비해 비교적 적은 손실로 2008년 경제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지역별 

시장 수요 예측을 제품·부품의 상태로 확장하여 지역별 서비스 부품 

수요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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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에 대한 세분화 및 개발 사양 도출 

현재 다양한 산업에서 대량 생산의 비용적 이점을 취하면서도 복잡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량 사용자 맞춤(Mass Customization) 

생산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제품 사용 환경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다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니즈와 서로 다른 니즈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공통의 니즈를 가지는 부품들을 모아 플랫폼(Platform) 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대량 사용자 맞춤 생산 방식을 구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니즈에 대해 부품을 다변화 할 경우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사용 환경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제품의 부품별 사양 

설정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IoT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제품 

사용 환경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기존의 부품 교체 이력과 연관 

분석한다면 각 환경별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품을 선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다양한 센서를 사용하여 보다 

상세한 영향을 측정한다면 해당 부품의 정확한 설계 사양을 도출할 수 

있다. 제품·부품에 대한 검사 조건 역시 환경별로 설정함으로써 검사 

결과와 실제 제품 사용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예방 정비 서비스 및 부품 판매 전략 수립 

제품이 사용 중에 고장이 나서 작동을 멈추면 사용자는 제품이 

복구될때까지의 시간 동안 지속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제품이 사용 중에 고장이 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복구할 수 있는지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IoT 데이터를 통해 

제품의 사용 환경을 분석할 경우 해당 제품이 지나온 다양한 환경에 

대해 제품·부품별로 어떤 영향이 누적되어 작용하는지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아직 고장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고장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미리 서비스 인원을 파견하여 제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고장 전에 필요한 부품을 교체하는 예방정비 작업이 

가능해지게 된다. 



 

 28 

제품 고장 후 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용자의 제품 사용 

지역과 부품 공급 창고가 가까이에 존재하고 필요한 부품을 창고에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너무 많은 부품 공급 

창고를 운영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부품 재고를 보유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 상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부품별 환경 분석과 지역별 환경 

분석을 통해 각 지역별로 소요되는 부품의 종류 및 수량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부품 공급 창고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5.5 제품 사용 환경-제품·부품 상태 분석을 위한 IoT 데이터 

활용 프레임워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IoT 시스템 수집 데이터 기반 제품 사용 환경 

분석 프레임워크"는 [그림7]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Step 1: 사용 중인 제품의 IoT 시스템 기반 정보 수집 

IoT 데이터를 통해 제품의 사용 환경 분석을 하기 위해선 우선 IoT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수집된 데이터의 오류를 최대한 

 

 

[그림7] IoT 시스템 수집 데이터 기반 제품 사용 환경 분석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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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해야 한다. IoT 시스템은 무선 통신의 송수신 과정에서 정보가 

누락되거나 정보의 일부가 손실될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 또한 IoT 

단말기와 제품의 연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왜곡된 정보를 보낼 수도 

있다. 따라서 IoT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무선 통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대한 제거하고 정확한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tep 2: IoT 시스템 기반 정보 분석 

수집된 IoT 데이터를 5.1에서 소개한 6가지 분류에 의해 구분한다. 

각각의 데이터는 데이터의 생성 위치에 따라 외생적, 내생적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저장 형태에 따라 구분자, 누적 기록, 순간 측정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데이터 특성에 맞게 시계열 분석을 

통한 확장, IoT 데이터 사이의 연관 분석, 외부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의미의 확장을 통해 IoT 데이터를 제품·부품의 상태 또는 제품 사용 

환경의 외부 요인과 가까운 형태로 변환한다. 

 Step 3: 제품 상태를 변화시키는 외부 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 

분석 목적에 맞는 제품 사용 환경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 사용 

환경 – 제품 상태 매트릭스를 규정한다. 기존의 시험 성적서, 전문가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각각의 환경 요인이 부품 상태에 미치는 영향 

및 부품 상태가 제품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중치를 설정한다. 

최종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여러 세부 환경에 대해 각각의 

매트릭스를 완성하고, 각 제품·부품의 환경 영향 정도에 대해 

점수화하여 집계한다. 

 Step 4: 제품 사용 환경 분석 및 분류 

Step 3을 통해 도출한 각 세부 환경을 환경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특정 부품의 마모도가 높은 환경을 따로 분류하거나, 전체적인 부품 

마모도가 높은 환경을 분류한다. 이를 위해 각 세부 환경별로 집계된 

점수를 군집 분석하여 활용한다. 

분류된 세부 환경의 특징을 기존의 기업에서 보유한 다른 도메인 

지식과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활용안을 찾아낸다. 연구 개발 부서의 

인원과 함께 IoT 데이터를 바탕으로한 신제품 개발 사양을 도출하거나, 

전략 기획 부서의 인원과 함께 장기 사업 계획에 분석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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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업 내 다양한 부서와 합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의 IoT 시스템의 한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수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IoT 시스템의 

개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Step 1의 IoT 시스템 기반 

제품 정보 수집 단계를 다시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선순환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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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례 연구 

 

 

6.1 굴삭기 산업의 IoT 시스템 

 

건설기계 중 하나인 굴삭기는 타 산업에 비해 일찍 IoT 시스템이 

도입된 산업 분야 중 하나이다. 이미 2000년대 초반 일본의 "코마츠" 

사에서 KOMTRAX라는 이름의 IoT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초기 IoT 

시스템은 도난 방지 및 사용자의 오작동 기록을 통해 무상수리 여부를 

명확히 가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 되었다. 그러나 그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 시장에 대해 기존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코마츠”사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제품 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내부로는 시장 예측 근거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KOMTRAX의 후속 버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현재 

“코마츠”사는 KOMTRAX를 통해 지역별 건설기계의 가동 시간 추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건설경기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 목표 및 고객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업계 흐름에 발맞춰 전세계 건설기계 제조업체들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IoT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케터필러(Caterpiller)"사는 Vision Link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의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 건설기계"는 각각 

Doosan Connect, Hi-Mate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굴삭기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도구적 성격의 제품으로,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기호보다는 사용 환경의 제약으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이다. 동일한 사양의 굴삭기라도 [그림8]과 같이 광산, 건설 

공사 현장, 농장, 벌목장 등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사용되며, 한 작업장 

안에서도 굴삭, 평탄, 상차 작업 등에 따라 제품이 받는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IoT 시스템 수집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 사용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할 때 굴삭기는 가장 적합한 제품군으로 볼 수 있다.  

 

 



 

 32 

 

[그림8] 굴삭기의 제품 사용 환경 

 

6.2 굴삭기의 제품 사용 환경–제품 상태 매트릭스 

 

제품 사용 환경 – 제품 상태 매트릭스를 굴삭기에 적용할 경우 

[그림9]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굴삭기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파워트레인(엔진, 트랜스미션, 냉각 장치 

등), 동력을 전달하는 유압 부품(펌프, 벨브, 실린더, 탱크 등), 기계적 

구조물(프레임, 카운터 웨이트, 붐, 암, 버킷 등), 주행 장치(모터, 스프로킷, 

슈 등), 운전석, 전기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품의 상태는 출력 

및 수명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굴삭기의 외부 환경에 대해 IoT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인 GPS 좌표는 Google Map 등의 외부 데이터 

 

 

[그림9] 굴삭기의 제품 사용 환경–제품 상태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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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를 통해 날씨, 해발 고도, 유가 등의 정보로 확장 가능하며, 데이터 

수집 시간별 연료 총 소모량 및 연료 탱크 게이지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시간 구간에서의 연료 소모율 등을 유추해 낼 수 있다. 기계 구조물의 

부식과 같은 성능 및 수명에 중요하지만, IoT 시스템을 통해 수집이 

불가능한 요소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주행 장치의 상태에 따른 

환경 분류에 대한 분석을 프레임워크의 케이스 스터디로 제시하고자 한다. 

 

 

6.3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굴삭기 주행 장치(Undercarriage) 의 

각 부품이 제품 외부 요인에 의한 마모로 인해 내구 수명 상태가 

달라지는지 IoT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굴삭기 중 크롤러 

타입의 굴삭기는 군용 전차 등과 같은 무한 궤도 형식의 주행 장치를 

사용한다. 이러한 주행 장치는 [그림10]과 같이 보통 바닥에 접지하는 

슈(Shoe)와 구동력을 전달하는 스프로킷(Sprocket), 슈에 장비의 하중을 

분산하여 전달하는 롤러(Roller), 슈의 장력을 유지해주는 아이들러(Idl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행 장치에서 마모가 일어나 내구 수명이 줄어드는 곳은 크게 롤러와 

슈가 맞닿는 부분, 슈와 바닥이 맞닿는 부분, 스프로킷이 슈의 고정 핀에 

구동력을 전달하는 부분, 이렇게 3가지 부분을 꼽을 수 있다. 

 

 롤러와 슈가 맞닿는 부분 

롤러는 굴삭기의 하중을 분산하여 슈의 안쪽 면에 전달한다. 굴삭기는 

 

[그림10] 굴삭기의 주행 장치 

 



 

 34 

수 톤 ~ 수십 톤에 이르는 중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분산하여 

전달하더라도 각각의 롤러가 슈에 주는 하중은 수 톤 이상이다. 

굴삭기가 주행을 시작하면 롤러와 굴삭기 사이에는 구름 마찰력이 

작용하여 슈의 안쪽 면에 마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롤러와 슈 사이의 

마모는 주행 거리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일어난다. 굴삭기가 주행하는 

곳에 점착성 토양(진흙)이나 모래가 많을 경우 이는 롤러의 회전을 

방해하고 롤러와 슈 사이의 마찰 촉매로 작용하여 마모 속도를 가속화 

한다. 또한 경사지 주행이 많을 경우 롤러와 슈 사이에 운동 마찰력이 

더 많이 발생하여 이 역시 마모를 더 많이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슈와 바닥이 맞닿는 부분 

슈의 바깥 면에는 그라우저(Grouser)라 불리는 주름이 있으며, 이는 

지면과 마찰력을 증가시켜 슈를 고정함으로써 슈 위에 롤러가 굴러서 

이동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한다. 따라서 슈의 바깥면 역시 주행 거리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마모가 진행되고, 바닥의 재질이 단단하고 

고정된 재질일 수록, 경사지 주행이 많을수록 마모가 쉽게 일어나게 

된다. 

 스프로킷이 슈의 고정 핀에 구동력을 전달하는 부분 

굴삭기의 스프로킷은 마치 자전거의 스프로킷과 체인과 같이 모터로 

부터 회전력을 전달 받아 슈의 고정 핀을 걸어 당긴다. 이때 구동력은 

스프로킷의 이빨 부분과 고정핀 사이의 마찰에 의한 마모를 일으킨다. 

이 역시 주행 거리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일어나며, 진흙과 같은 

점척성 토양에 의해 마찰이 증가할 수록, 경사지 주행이 많을수록 

마모 속도가 빨라진다. 

 

이상에서 설명하는 굴삭기 주행 장치의 부품별 마모는 각각 제품 외부 

요인에 의해 다르게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 명확히 마모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다. Zanoria(2004)는 일부 제한된 

환경에서 마모 정도를 측정하는 실험 및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각각의 

다양한 외부 환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보다 다양한 실험 

조건의 설정과 구현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 환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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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굴삭기 주행 장치의 부품 상태별 상대적 마모 가중치 

부품 상태 상대적 가중치 상태의 근본 원인 상대적 가중치

주행 거리 0.6

점착성 물질 0.3

경사도 0.1

주행 거리 0.4

바닥 거칠기 0.5

경사도 0.1

주행 거리 0.3

점착성 물질 0.4

경사도 0.3

Undercarriage

롤러 - 슈 마모

슈 - 바닥 마모

스프로킷 - 핀 마모

0.5

0.3

0.2

 

 

의 부품별 마모 가중치를 추천 받아 [표3]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이를 제품 

사용 환경-제품 상태 매트릭스에 적용한다.  

 

 

6.4 IoT 시스템 기반 정보 수집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의 굴삭기 제조업체 "D"사가 제공한 IoT 

시스템 수집 데이터를 활용하여 굴삭기 주행 장치 주변 환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D"사가 제공한 데이터는 굴삭기 98대로부터 

2016년 ~ 2017년 사이의 만 1년간 수집한 정보 총 1,439,095건으로, 각각의 

데이터는 "제품 일련번호-데이터 발생 시각-데이터 발생 위치(GPS)" 좌표로 

이루어져 있다. "D"사는 자체 개발한 IoT 시스템을 통해 지난 2010년 이후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굴삭기로부터 엔진 RPM 사용 대역 및 연료 

소모량, 에러 코드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사의 정보 자산과 "D"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된 

제품 일련번호와 위치 정보만을 제공 받았다. 

 

 

6.5 IoT 시스템 기반 정보 분석 

 

6.5.1 수집된 정보의 분류-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D"사가 제공한 정보는 데이터 수집 순서에 따라 제품 일련번호 

및 GPS 좌표가 모두 섞인 데이터이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를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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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굴삭기 IoT 시스템 원본 데이터 및 데이터 전처리 과정 

 

일련번호별로 구분하고, 각 시간대별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여  

[그림11]과 같이 총 737,399건으로 분석 대상 데이터 수를 줄이고 

정리하였다. 

 

6.5.2 IoT 시스템 데이터 정보의 내부 분석 및 데이터 사이의 상관 관계 

분석-공간 구분을 위한 Clustering 

일반적으로 굴삭기의 경우 같은 작업장 내의 근거리는 주행 

장치를 이용하여 이동하지만, 작업장과 작업장 사이의 장거리는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따라서 제품의 GPS 좌표 분포는 

작업장 별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작업장과 작업장 사이에는 

발생하지 않는 형태를 나타낸다. [그림12]의 왼쪽 분포도는 1개의 

제품에 대한 1년 동안의 GPS 좌표 분포 현황으로, 전체 분포에서 

7개 점으로 보이는 분포는 해당 제품이 1년간 총 7개의 

작업장에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각각의 작업장 내의 GPS 

분포는 [그림12]의 오른쪽 분포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근거리에서 조밀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13]과 

같이 해당 장비는 2016년 6월 8일에 반경 500m 규모의 한 

작업장에서 작업을 시작했고, 6월 27일에 작업을 마친 후 3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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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제품 사용 환경의 공간적 구분 

 

 

[그림13] 제품 사용 환경의 시간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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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10 km 떨어진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GPS 좌표 분포에 대한 분석 결과 대부분의 작업장은 최대 반경 

1km 이내의 규모로 존재하며, 각 작업장별 거리는 최소 20km 

정도로 GPS 좌표의 분포만으로 작업장을 선별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전체 GPS 좌표 데이터에 대해 K-Means 

클러스터링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737,399건의 데이터를 총 990개 

클러스터로 군집화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클러스터별 분류 

정확도의 평가 계수로 실루엣(Silhouette) 값을 참조하였으며, 실루엣 

값이 최대가 되는 클러스터를 도출하고, 해당 클러스터가 면적에 

따른 트레쉬홀드(반경 1km)를 넘을 경우 세부 클러스터를 다시 K-

Means 클러스터링 분석으로 구해내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작업장에서는 동일한 외부 요소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각각의 클러스터는 다른 클러스터와 

구분되는 환경적 요소가 있으며, 분석 기준이 되는 제품‧부품의 

상태에 따라 각 클러스터의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6.5.3 외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확장-GPS 좌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지리적 데이터 분석 

굴삭기 주행 장치의 마모도를 기준으로 제품 사용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요소인 '주행 거리', '바닥 구성', '경사도'를 계산하기 

위해 [그림14]와 같이 외부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동 거리(이동 속도) 

이동 거리의 경우 인접한 두 시각의 데이터 사이에서 GPS 좌표에 

기반한 이동 거리 및 시간을 계산한다. 단위 이동 시간당 이동 거리로 

나타낼 수 있는 이동 속도는 해당 클러스터 내에서 주행 거리에 의한 

마모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굴삭기 사용 

환경에서,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굴삭 작업을 위주로 하는 

제품은 이동 거리가 많지 않은 반면, 상차 작업이나 진입로 정비와 

같은 작업을 하는 제품은 이동 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주행 

거리를 바탕으로 해당 클러스터가 많은 주행을 요구하는 환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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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제품 환경 요소 관련 외부 데이터 수집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 

 바닥 구성 

진흙이나 풀과 같은 점착성 물질은 부품 사이에서 마찰 촉매로 

작용하여 마모를 가속한다. 반면 아스팔트와 같은 바닥은 점착성 

물질은 적지만, 표면이 거칠고 단단해서 주행 장치의 바닥에 많은 

마모를 일으킬 수 있다. 굴삭기의 GPS 좌표에 기반하여 위성사진 및 

이에 기반한 지적도 정보를 Google Map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확장하여 수집할 수 있다. 바닥의 색 분포 및 지적도 기반의 토지 

용도 구분 정보를 조합하여, 해당 클러스터의 바닥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유추가 가능하다. 

 경사도 

Google Map의 데이터 베이스는 GPS 좌표별 해발 고도를 제공한다. 두 

GPS 좌표 사이의 거리와 해발고도 차이를 활용하여 해당 클러스터 

안의 평균적인 경사도를 유추할 수 있다. 

 

 

6.6 제품 외부 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 

 

전문가들로부터 추천 받은 부품 상태별 마모도 가중치를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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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굴삭기 주행 환경 – 굴삭기 주행 장치 상태 매트릭스 

 

제안한 제품 사용 환경-제품 상태 매트릭스에 대입하면 [그림1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매트릭스에 각 클러스터별 외부 요인 분석결과를 통해 

얻은 평균 이동 속도, 평균 경사도, 바닥 구성에 대해 도출된 값을 

적용하여, 전체 990개의 클러스터별 매트릭스를 도출하고 및 구조화한다. 

 [그림16]은 분석을 시행한 990개 클러스터 중 72번째 클러스터에 대한 

분석 내용이다. 해당 클러스터에서는 전체 0.04 ㎢의 면적에서 제품 사용이 

이루어졌고, 위성사진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주변 주택단지의 확장 공사 

또는 편의시설 건축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제품이 사용된 곳의 

바닥은 대부분 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통로 및 주변 택지 공사를 위해 

아스팔트와 풀밭에서 일부 주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클러스터 

안에서 제품은 평균 40.3 ㎧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동 중의 평균 경사도는 

5.8 % 로 약간의 경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 볼 

때, 바닥과 슈의 밑부분 사이의 마찰은 흙바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스프로킷과 핀 사이의 마모는 경사지 주행으로 인해 큰 것을 알 

수 있다. 환경-제품 상태 매트릭스의 분석 결과 역시 스프로킷 – 핀 

사이의 마모 점수가 0.38로 슈 – 바닥의 마모 점수 0.13보다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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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72 클러스터의 분석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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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품 사용 환경 분석 및 분류 

 

이상의 분석과정을 바탕으로 총 990개 클러스터에 대해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각 부품 상태별 마모도 점수의 분포를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동 속도(이동 거리)로 인한 전반적인 부품 마모 

[그림17], [그림18], [그림19]에서 보듯 굴삭기의 주행 장치를 이루는 

모든 부품은 그 마모에 있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는 주행 거리 

및 시간에 따라 전체적으로 마모가 일어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17] 롤러-슈 마모와 슈-바닥 상태 마모의 상관 관계 분석 

 



 

 43 

 

[그림18] 슈-바닥 상태 마모와 스프로킷-핀 마모의 상관 관계 분석 

 

 

[그림19] 롤러-슈 마모와 스프로킷-핀 마모의 상관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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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조건에 따른 부품간 상대적 마모 

[그림17]과 같이 롤러-슈 사이의 마모도와 슈-바닥 사이의 마모도 

관계를 살펴 볼 때, 롤러-슈 사이의 마모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거나 

적은 그룹을 분류할 수 있다. [그림18]에서도 마찬가지로 슈-바닥 

사이의 마모도와 스프로킷-고정 핀 사이의 마모도 역시 상대적 

마모도에 따라 군집을 분류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환경이 바닥 상태, 

경사도 등 외부 요인의 차이에 의해 부품간 마모도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로 비슷한 환경과 

다른 환경을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과 가혹한 환경 

[그림19]과 같이 롤러-슈 사이의 마모도와 스프로킷-고정 핀 사이의 

마모도를 살펴 볼 때 주행 장치 전반에 걸쳐 마모가 심한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을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에서 의도한 것과 같이 IoT 시스템 

수집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중인 제품의 환경에 대한 분석 및 분류작업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6.8 제품 사용 환경 분석의 활용 

 

본 사례 연구에서는 과거 1년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굴삭기 주행 장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제품 사용 환경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5.4절에서 소개한 3가지 활용안을 통해 기업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하고자 한다. 

 

6.8.1 시장 분석 및 예측 

사례 연구와 같은 분석을 과거 2~5년의 데이터로 확대하여 적용할 

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 굴삭기 주행 장치를 많이 사용하는 방향, 

또는 덜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유추할 수 있다. 만일 

굴삭기의 더 많은 주행을 필요로 하는 환경이 늘어난다면, 즉 해당 

환경 조건의 산업이 호황이라면, 크롤러 굴삭기보다 주행 성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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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휠 굴삭기로 대체하거나, 굴삭기의 1회 적재량과 주행 

성능을 보완해줄 휠로더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판매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또한 뛰어난 주행 성능이 필요한 굴삭기의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을 지역별 분포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굴삭기 수요 및 판매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경쟁사의 시장 지분을 빼앗아 오는 것이 

가능하다. 

6.8.2 신제품에 대한 세분화 및 개발 사양 도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석 방법에 따라 굴삭기의 주행 장치를 

경사지용 또는 평지용과 같이 환경으로 구분하여 개발할 수 있다. 

부품별 상대적 마모도를 고려하여 환경별로 마모가 심한 부품에 

재질이나 가공 방법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부품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환경에 대해 보다 강건한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경쟁사 

제품에 대한 차별적 경쟁력으로 홍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환경에 대표적 사례를 

IoT 데이터를 이용해 추출함으로써,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부품 사양 조건을 도출해 내는 것 역시 가능하다. 

6.8.3 예방 정비 서비스 및 부품 판매 전략 수립 

부품의 상대적 마모도 계산을 바탕으로 현재 사용 중인 제품 중 

특정 부품의 내구 수명이 한계에 다다른 제품을 선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A/S 인원을 파견하여 제품을 조사하고 교체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고장으로 인한 고객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방 정비는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공식 서비스 부품이 아닌 일반 복제 부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부품 판매 수익을 늘리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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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센서와 통신 관련 기술이 발달하고 비용이 저렴해질수록, IoT 시스템 

구축은 더더욱 용이해 질 것이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 IoT 시스템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이러한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좌지우지 될 것이다. 따라서 IoT 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 제품과 

고객 및 사용 환경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것은 

향후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IoT 시스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이 사용되는 외부 

환경 요소를 추론하고 이를 통해 현재 제품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IoT 시스템 데이터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제품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소와 

연결 짓는 것이다. 이를 위해 IoT 시스템 데이터는 데이터 내부적으로 

충분히 연관 관계를 분석하고, 외부 데이터 베이스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넓은 범위로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제품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소를 해당 산업분야의 도메인 지식으로부터 추출해내고, 과거에 

암묵지로 전달되던 지식들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새롭게 

구조화하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 분석을 시장 분석 및 예측, 신제품 세분화 

및 개발 사양 도출, 예방 정비 서비스 및 부품 판매 전략 수립의 3가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소개하였다. 과거의 IoT 데이터 분석이 특정 

비즈니스 이슈를 해결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거시적 시각에서의 활용안을 

제안하지 못한 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환경 분석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1차 분석 결과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내 개발, 생산, 판매 및 

관리 분야에서 쌓아온 도메인 지식을 IoT 데이터와 접목할 수 있게 되고, 

향후 IoT 시스템의 구축 방향성에 대해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IoT 데이터가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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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중 GPS 좌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극히 일부의 분석만 수행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에 대해 부품간 마모도를 기준으로 

사용 환경들을 군집화하는 것이 가능했다. 만일 고객의 제품 사용 

양식이나, 직접적인 제품 성능, 유지 비용과 관련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었다면 더 활용도가 높은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도메인 지식과 IoT 시스템 데이터의 결합이라는 

형태로 다른 산업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도메인 지식을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수집 및 취합하기 위해선 보다 체계적인 구조화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oT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 

확장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보다 체계적인 접근법이 요구되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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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framework for predicting the status of 

a product in use by analyzing the IoT-

based sensor data from operating 

environment 

 

Baek Young Lee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sensors,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echnologies for managing 

large amounts of data are developed, from a business standpoint,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et of Things (IoT) system is becoming increasingly easier. On the other 

hand, successful innovations based on the IoT system are hard to find yet. This is 

because of a misunderstanding of the sensor data in the IoT system, so it does not 

easily integrate the domain knowledge of the actual workplace into the IoT system. 

 In this study, through the process of redefining the product operating 

environment as a set of external factors that change the state of the product, I tried to 

trace how the external components of the product are transformed and collected 

through the data of the IoT system. To do this, we structured the data collected in the 

IoT system and actively expanded it through external data, I tried to find the potential 

utilization of sensor data in IoT systems. I also sought to clarify the process of 

structuring domain knowledge to be combined with IoT system data through criteria 

of product and parts status. 

 This study proposes a new type of matrix called product status - operating 

environment matrix, and explores how operating environments with similar or 

different status of products can form clusters. The framework developed through this 

series of processes can be applied to other industrial fields where IoT system data 

may not be fully utilized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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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based on the IoT system data of the excavator, a case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how the environments of the excavator hav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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