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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물인터넷 기술 발달로 인해 다양한 응용 분야가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의 

표 인 용 분야인 스마트홈에 해 구 , 애 , 삼성 등 로벌 IT기업들의 최신 스마트홈 랫폼 

 시장 동향에 해 분석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스마트홈 랫폼  시장에 한 망을 

제안한다.

1. 서론

   스마트홈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TV 등의 가 제

품을 비롯해 냉난방기, 보안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장치들

을 통신망으로 연결해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

이 갖추어진 공간을 의미하며, 사물인터넷(IoT)의 표

인 용 분야이다[1,2].

   스마트홈은 IoT의 발 으로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연

동하고 제어하는 스마트홈 솔루션과 여러 서비스들을 제

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스마트홈 서비스를 통해 시⦁
공간 제약 없이 집안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

   올해  열린 국제 자제품박람회 CES 2015에서는 

1/4이 넘는 참가 기업들이 스마트홈 련 제품과 기술을 

선보 을 정도로 스마트홈 분야가 화두 되고 있으며, 한국 

스마트홈 산업 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에는 국내 스

마트홈 시장 규모가 8조 5,667억 원에 이었지만 2015년에

는 10조 3,757억 원으로 21.1% 성장하 고, 한 세계 스

마트홈 시장 망도 Strategy Analytics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 으로 240억 달러에서 2019년 1,115억 달러로 

연평균 19.8% 성장할 것으로 측된다[3].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홈 분야의 동향에 해 분석하고 앞으로의 망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스마트홈 

시장의 동향과 앞으로의 망에 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스마트홈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홈 랫

폼에 해 알아보며, 5장은 결론으로 구성된다.

2. 스마트홈 시장의 동향  망

   본 장에서는 스마트홈 시장의 변화 과정과 향후 미래

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2000년  반, 인터넷 보 이 확 되기 시작하면서 스

마트홈이 상용화 되었지만 당시 스마트홈은 유선 기반의 

홈 네트워크 심의 스마트홈 1.0 시 로 용 컨트롤 기

기을 통해 홈을 컨트롤하는 형식이었으며 용 랫품을 

따로 두어 사용하 는데 높은 설치 비용에도 불구하고 조

작성과 편의성이 낮고, 서비스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소비

자들의 심을 끌지 못하고 극히 일부 고소득층을 심으

로 보 되었다. 하지만 이후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개방형 

OS 기술이 발 하면서 모바일 기반의 에 지 리  보

안 등의 융합형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홈 2.0 시

로 바 면서, 스마트홈 서비스는 일반 가정 혹은 소형

포를 상으로 모바일 네트워크(3G/WiFi)를 사용하는 스

마트폰을 통해 홈을 컨트롤 하는 형식이 되었고, 랫폼도 

오  랫폼을 사용하게 되면서 고가의 용 컨트롤 기기

가 아닌 모바일 기기 혹은 앱을 통해 손쉽게 스마트홈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선 통신  센서 기술

의 발 으로 설비 구축 비용이 폭 감소함에 따라 서비

스 제공 비용도 감소하여 스마트홈 서비스가 부상하게 

되었다[4].

 

시기 배경 스마트홈 기능

1990년  말 고속 인터넷 보

기본 기능의 

홈네트워크

(디지털/스마트/

지능형 홈)

2000년  후반 스마트폰 확산
원격 조정 

스마트홈

2010년  반
사물인터넷(IoT) 

활성화

사물인터넷(IoT)

상황인지형

스마트홈

<표 1> 국내 스마트홈 발  과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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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스마트홈 시장의 경우, 한국 스마트홈 산업 회

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에는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가 

11.6억 원 이었지만 2016년에는 14.9억 원으로 약 28% 성

장하 고, 한 세계 스마트홈 시장 망도 Strategy 

Analytics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 으로 575억 달러

에서 2019년 1,115억 달러로 연평균 약 18% 성장할 것으

로 망하고 있다.

(그림 1) 국내(좌)/세계(우) 스마트홈 시장 망[5]

   재 스마트홈 시장을 선 하기 해 로벌 IT기업들

(삼성 자, LG, 구 , 애  등)이 스마트홈 랫폼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국내의 이동 통신 3사 SKT, KT, LG U+도 

스마트홈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해 경쟁에 가세하고 있

다[4].

3. 스마트홈 랫폼의 동향  망

   본 장에서는 스마트홈 분야 에서도 재 이슈가 되

고 있는 스마트홈 랫폼 분야에 해 동향과 향후 망

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스마트홈 IoT 랫폼은 인터넷과 연결된 사물과 통신

을 하여 사용자가 해당 사물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다. 스마트홈 IoT 랫폼의 표 인 로

는, 첫 번째, 구 의 “네스트(Nest)”가 있다. 구 은 네스

트를 통해 PC와 모바일의 랫폼 강 을 스마트홈에 이

식해서 랫폼을 장악하려하고 있다. 네스트의 온도 조

기를 스마트홈 허 로 활용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으며, 랫폼을 개방하여 메르세데

스 벤츠나 로지텍 리모콘 등의 타 사 기기들과도 연결이 

가능하다. 재 수 천개의 개발업체가 네스트와 연동되는 

기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구 은 네스트를 통해 사물인터

넷 표 연합인 스 드그룹을 주도하고 있다[1].

   네스트 응용 사례로는, 구  나우를 이용하여 자동차 

내에서 스마트폰에 사용자가 음성으로 명령을 하면 자동

차의 온도를 조 할 수 있으며, 네스트 사의 스마트 온도

계를 이용하여 집안의 화재 발생을 감지해 이를 문자로 

알리게 할 수 있다[1].

   구 은 보안카메라 문업체 드롭캠, 스마트홈 랫폼

업체 Revolv등을 인수하면서 본격 으로 스마트홈 사업을 

개하고 있으며, 2015년 5월말에 력 기기들을 한 

랫폼에 합한 사물인터넷 용 OS인 “ 릴로“를 선보이

면서 스마트홈 시장 공략에 본격 으로 나설 정이다

[1,4].

   두 번째는 애  “홈킷(Home Kit)“이 있다. 애 은 

WWDC 2014에서 스마트홈 랫폼 서비스인 홈킷을 소개

하며 스마트홈 사업을 본격화 하 다. 홈킷은 기 러

그, 스 치, 등 등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자 도구이다. 애  역시 스마트홈 기기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스타트 업체들을 인수하고

있으며, 자체 음성 인식 기술인 시리와 웨어러블 기기 애

워치를 통한 제어를 심으로 개발하고 있다[1]. 

   홈킷 응용사례로는 애  워치와 홈킷을 연동해 사용자

의 치에 따라 문이 자동으로 개폐 되는 것 등의 사

용자 상태를 통한 스마트홈 기기들을 자동으로 동작 시킬 

수 있다. 최근 WWDC 2015에서는 스마트홈 랫폼 “홈

(Home)”를 공개하 다. 홈은 스마트폰 앱으로써 아이폰을 

이용해서 허  역할을 하게 될 홈킷을 통해 스마트 기기

를 제어할 수 있게 할 정이다[1,4].

   세 번째는 삼성 자의 “아틱(ARTIK)”이 있다. 삼성 

자는 2015년 5월 개방형 IoT 기기 개발 랫폼인 아틱

을 공개하 다. 아틱은 개방형 IoT 하드웨어 랫폼으로 

아주 작은 칩에 애 리 이션 로세서와 다양한 센서들

을 담은 통합 랫폼으로, 아틱의 종류에 따라 “아틱1“은 

임베디드시스템용, ”아틱5“는 드론  웨어러블 기기, 스

마트 허 용, ”아틱10“은 큰 용량과 고성능 로세서를 탑

재하여 동 상 재생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서버 성능까지 

지원한다[4].

   이외에도 SKT의 “모비우스”, LG U+의 “IoT@홈” 등 

이 있고, 다른 국내외 기업들에서도 스마트홈 랫폼 개발

에 몰두하고 있다[4].

(그림 2) 구  네스트 서모스탯[6]

   앞서 소개한 최근의 스마트홈 랫폼 동향을 바탕으로 

비추어볼 때, 앞으로의 스마트홈 랫폼에서는 다양한 이

기종의 스마트홈 기기 간의 연동성 제공을 해 다양한 

통신 로토콜 제공  서비스 개발을 한 openAPI기반

의 스마트홈 랫폼/서비스 개발 환경 제공이 필요할 것

으로 상된다. 이러한 연동성  개방형의 개발환경 제공

을 통해 스마트홈 랫폼 분야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 제공을 한 

기계학습, 인공지능에 한 연구가 필수 일 것으로 망

되며,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한 보안성 제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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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소개한 랫폼 외에도 수많은 랫폼들이 존재

하며, 각 업체들은 스마트홈 생태계 주도권을 놓고 치열히 

경쟁할 것으로 상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스마트홈 시장과 랫폼의 동향을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홈 망에 해 제시하

다. 국내외의 스마트홈 시장의 성장에 따라 구 의 네스

트/ 릴로 OS, 애 의 홈킷(Home Kit), 삼성의 아틱

(ARTIK)과 국내의 SKT, LG U+의 스마트홈 랫폼 동

향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에서는 기기와 같은 하드웨어 측

면과 OS, 랫폼과 같은 소 트웨어 측면에서의 구축을 

통해 스마트홈 랫폼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재는 자사

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를 기반으로 구축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스마트홈 랫폼 시장에서는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 간의 연동과 연동을 한 개방형의 개발환경 제공이 

필수 이라고 망되며, 이를 통해 스마트홈 랫폼 생태

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한 스마트홈 환

경에서의 지능형 서비스 제공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한 

기계학습, 인공지능 분야  보안 분야에 한 연구가 필

수 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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