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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폰, 파나소닉과 협력 통해 가정용 NB-IoT 실현 
 

에릭 브레나이스(Erik Brenneis), 보다폰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CEO 

 

필자는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중 하나인 IFA 2018에 

참가했다. 

 

세탁이 다되었다고 알려주는 세탁기부터 정원에서도 제어 가능한 오븐까지.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가

정용 사물인터넷의 놀라운 가능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커넥티드 홈 디바이스의 잠재력 실현 가능 여부는 디바이스들을 서로 연결하고, 안전하게 연

결하여 소비자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내 모든 곳에 도달할 

수 있고, 배터리로 구동되는 사물들을 장기간 지원할 수 있는 무선 기술이 필요하다. 물론 일부 가전

제품들은 여전히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되겠지만, 무선 기술은 더욱 많은 기회를 열어준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필자는 파나소닉 어플라이언스의 부사장이자 최고기술경영자인 미치코 오가와



(Michiko Ogawa)와 함께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을 이용해 가전제품을 연결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를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왜 협대역 사물인터넷인가? 

 

보다폰은 장거리, 저전력,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NB-IoT의 개발을 도왔다. 누군가는 “주전원이 있는 

가정에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NB-IoT에 요구되는 전력이 매우 낮고 필요 시에만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단 한번의 충전

만으로도 디바이스가 최대 10년까지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최대 10km까지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위의 제한을 거의 받지 않는다. 더불어, 저주파는 두꺼운 벽으로 둘러 싸여 있거나 지하에 위치한 

깊숙한 실내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최소한의 간섭과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많은 디바이스에 완벽한 연결성을 제공한다. 일

례로, NB-IoT는 석유 굴착 장치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파이프라인 모니터링과 같은 다양한 산업

환경에 성공적으로 구현되었다. 

 

보다폰의 NB-IoT 허브를 살펴보면,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요 

지표를 먼저 밝히고자 한다. 보다폰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7,400만개의 사물인터넷 연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커넥티드 카’와 ‘커넥티드 카우(cow)’를 모두 아우른다. 

 

이제 보다폰은 파나소닉과 함께 NB-IoT가 가정 내 사물에 어떤 이점을 주는 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커넥티드 홈 실현 

 

2018년 가을부터, 보다폰과 파나소닉은 에어컨과 같은 장치에 NB-IoT를 도입하여 원격 제어 및 유지

보수 등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NB-IoT가 고객들이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가전제품을 직접 클라우드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커넥티드 디바이스의 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

다. 

 

커넥티드 디바이스는 가정을 변화시켜 삶을 보다 편리하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

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례는 가정 내 온도 제어다. 수년간 우리는 가정에 흐르는 

온수를 유지하기 위해 연간 서비스 혹은 보험 등에 의존해왔다. 이것의 문제는 집주인에게 비효율적

이라는 점,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하지만 NB-IoT에 연결된 보일러를 사용하면, 문제 발



생시 이를 감지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주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특별히 신경 쓰

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커넥티비티와 최신 무선 기술을 탑재한 제품의 개발이 이뤄

져야 한다. 

 

파나소닉과 함께, 보다폰은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가정에서도 사물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IFA 행사에서의 발표는 내용은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또한, NB-IoT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관련 백서가 도움이 될 것이다.  

 

원문보기: Vodafone and Panasonic bring Narrowband-IoT home 

 

### 

https://youtu.be/GdIuf7R2rEI?t=31m29s
https://www.vodafone.com/business/news-and-insights/white-paper/narrowband-iot-pushing-the-boundaries-of-iot
https://www.linkedin.com/pulse/vodafone-panasonic-bring-narrowband-iot-home-erik-brenne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