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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성능과 네트워크 성능 향상, 신규 단말(AR, VR, 360도 카메라) 도입 확대로 소셜 미디어 이

용자들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단편적이 아닌 모든 상황을, 1대1이 아닌 1대 다수로 공유

가 가능한’ 경험의 시대로 진입 

Trend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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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시대(Experience Age)*로 진입하는 소셜 미디어 

* 스포츠 전문 업체인 Sports Feed의 Mike Wadhera 설립자가 TechCrunch의 기고문에서 밝힌 내용 

• 스포츠 전문 매체인 Sports Feed의 Mike Wadhera 설립자는 TechCrunch의 기고문을 통해 월드와

이드웹이 소개된 후 25년이 지난 지금 정보 시대(Information Age)가 끝이 나고 있다고 주장 

 

•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최근 Facebook 이용자들의 자신의 상태 관련 콘텐츠 업데이트가 21% 감소했

으며, Facebook의 현재 상태 박스는 모든 세계의 정보를 조직화하려는 Facebook의 미션과 데스크탑 

컴퓨터 시대가 주도를 했던 정보 시대를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현재 상태 박스의 감소는 현재 소셜 미

디어가 정보에서 경험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Wadhera 설립자는 설명 

 

• 아울러, 정보의 시대에는 이용자는 자신들이 포스팅한 텍스트, 사진, 동영상, 웹페이지를 종합한 디지

털 프로파일이 자신들의 아이덴터티를 대변했지만, 경험의 시대에는 디지털 프로파일이 아니라 이용

자의 현재 상태가 바로 아이텐터티가 되며, 실시간 상황을 다수 단말을 통해 공유하는 리얼리티가 경험 

시대의 기본 토대라고 Wadhera 설립자는 언급 

 

• 한편, Wadhera 설립자의 언급은 정보의 시대에서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촬영해 놓고 이를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를 해 놓으면 지인들이 이를 확인하는 형태로 현재 상태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스마트폰 성능과 네트워크 성능 향상, 신규 단말(AR, VR, 360도 카메라) 도입 확대로 소셜 미디어 이

용자가 현재 상태나 주위 환경을 단편적(텍스트,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3D 공간의 일부)이 아니라 

이용자의 현재 상태 모두와 이용자가 현재 이용 중인 활동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

다는 의미로 풀이됨 

 

• 현재 업체들은 이용자들의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거나 앱 이용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개인 방송 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가 경험 시대로의 진입을 앞당

길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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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scope, 드론 카메라를 통한 실시간 방송 기능 추가 

2016년 5월 Twitter 산하의 모바일 개인 방송 앱인 

Periscope가 드론을 통한 실시간 방송 기능을 추가 
 

드론을 통한 실시간 방송은 중국 DJI 드론을 활용해 드

론에 부착된 카메라로 Periscope 앱을 통해 실시간으

로 스트리밍하는 형태 
 

Periscope의 경우 2016년 1월 GoPro 카메라 연동 기

능을 추가한 바 있는데, 2016년 4월 개발자 회의에서 

Live API를 공개한 Facebook과 유사하게 자사 앱과 연

동 가능한 카메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풀이됨 

Facebook, 뉴스피드에 360도 이미지 업로드 지원 

2016년 4월 자사 개발자 회의인 ‘F8 2016’에서 드론

이나 액션캠에서 Facebook Live로 실시간 방송이 가능

한 Live API를 공개한 Facebook이 Facebook 뉴스피

드에 360도 이미지 업로드 지원 기능을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음 

 
뉴스피드에 업로드 되는 360도 이미지는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파노라마 이미지를 연결(stitch)하거나 Gear 

360과 같은 360도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 모두 업로

드가 가능한 형태로, 단말을 움직이거나 스크린을 밀어

서 확인이 가능 

YouTube, Native Sharing 기능 추가 

2016년 3월 모바일 개인 방송 앱인 ‘YouTube 

Connect’ 앱을 개발 중이라는 설이 제기된 바 있는, 

YouTube가 모바일 앱에 이용자들이 지인과 문자, 이

미지, 웹페이지 링크뿐만 아니라 동영상 공유와 실시간 

채팅까지 가능한 ‘Native Sharing 기능을 추가 
 

Native Sharing 기능의 경우 동영상만 실시간 동영상

으로 바꾼다면 모바일 개인 방송도 가능한 형태로, 

YouTube가 모바일 개인 방송 기능을 염두에 두고 

Native Sharing 기능을 추가했을 수도 있을 것 

http://venturebeat.com/2016/03/23/google-is-building-youtube-connect-a-live-streaming-app-to-take-on-periscope/
http://venturebeat.com/2016/03/23/google-is-building-youtube-connect-a-live-streaming-app-to-take-on-periscope/
http://venturebeat.com/2016/03/23/google-is-building-youtube-connect-a-live-streaming-app-to-take-on-periscope/
http://venturebeat.com/2016/03/23/google-is-building-youtube-connect-a-live-streaming-app-to-take-on-periscope/
http://venturebeat.com/2016/03/23/google-is-building-youtube-connect-a-live-streaming-app-to-take-on-periscope/
http://venturebeat.com/2016/03/23/google-is-building-youtube-connect-a-live-streaming-app-to-take-on-periscope/
http://venturebeat.com/2016/03/23/google-is-building-youtube-connect-a-live-streaming-app-to-take-on-peri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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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VR, Live Nation과 협력해 360도 실시간 콘서트 

중계 예정 

2016년 5월 360도 실시간 방송 플랫폼 업체인 

NextVR이 미국 대형 공연기획사인 Live Nation과 파

트너쉽을 체결하고 Live Nation이 주체하는 음악 콘선

트 수백편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할 예정이라고 알려

졌음 

美 Time Warner, 모바일 개인 방송 앱인 Kamcord에  

1,000만 달러 투자 주도 

Kamcord 앱은 앱 캐스팅(App Casting) 앱으로, 사용

자가 이용 중인 스마트폰 앱을 실시간으로 방송이 가능 
 

앱 캐스팅을 통해 모바일 게임 중계, 경기 동영상 중계, 

앱 이용 장면 중게 등 다양한 유형의 방송이 가능 

YouTube, 360도 동영상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 추가 

2016년 4월 19일 YouTube가 YouTube에 실시간 

360도 동영상 스트리밍 기능과 함께 이용자들이 입체 

음향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오디오(spatial audio)’ 기능

을 추가한다고 발표 

VideoStitch, Orah 4i 공개 

2016년 4월 7일 360도 동영상 편집 솔루션 업체인 

VideoStitch가 실시간 360도 동영상 스트리밍이 가능

한 카메라인 ‘Orah 4i’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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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60fly, Livit과 협력해 실시간 360도 동영상 방송  

기능 제공 예정 

2016년 3월 16일 360도 카메라 개발 업체인 360fly

가 모바일 개인 방송 앱인 Livit과 협력해 실시간 360도 

동영상 스트리밍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 
 

360fly의 360도 카메라를 원형 형태의 단말 상단에 싱

글 어안 렌즈를 탑재해 360도 영상 촬영을 지원하는 단

말로, 렌즈의 수직 촬영각에 제한이 있지만 360도 카메

라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주요 모바일 개인 방송 앱의 경우 360도 카메라 연동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소형

360도 카메라에  실시간 동영상 편집 및 스트리밍 기술이 탑재되거나 스마트폰에 360도 동영상 방송 

기능이 추가된되면 Facebook Live나 Periscope를 통해서도 실시간 360도 동영상 방송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스마트폰에서 360도 동영상이나 이미지 확인 시 가상현실 단말 만큼의 몰입도

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모바일 VR 단말 보급이 확대되면서 소셜 미디어의 콘텐츠를 가상현실 단말로 

경험하는 이용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Future Evolution? 

TechCrunch, Periscope, Fast Company, The Verge, Engadget, TechCrunch2, YouTube, Orah, 360Fly S o u r c e  

http://sixense.com/
http://techcrunch.com/2016/05/09/the-information-age-is-over-welcome-to-the-experience-age/
https://twitter.com/periscopetv/status/730808356177367041
http://www.fastcompany.com/3059776/facebook-will-soon-be-showing-360-degree-photos-in-your-stream
http://www.theverge.com/2016/5/11/11658332/youtube-mobile-app-messaging-feature-native-sharing
http://www.engadget.com/2016/05/04/nextvr-and-live-nation-team-up-to-stream-hundreds-of-concerts/
http://techcrunch.com/2016/04/25/kamcord-bags-10m-led-by-time-warner-to-popularize-live-streaming-in-a-different-way/
https://youtube.googleblog.com/2016/04/one-step-closer-to-reality-introducing.html
https://www.orah.co/
http://www.prnewswire.com/news-releases/360fly-partners-with-livit-to-offer-first-live-streaming-platform-for-mobile-virtual-reality-3002355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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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소형인 스마트 시계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터치 인식 영역을 손등이나 팔목으로 

확장하는 UI 개발이 확대 

Trend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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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영역을 넓혀가는 스마트 시계 UI 

Google은 2015년 5월 Google I/O 2015에서 영국 

런던에 위치한 비쥬얼 인터액션 기술 개발 업체인 

Ottica와 Google ATAP 팀이 공동 개발한 레이더

(Radar) 기반 동작인식 시스템인 Project Soli를 공

개 

 

2016년 5월 8일 Google ATAP 팀이 Project Soli팀

에서 근무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엔지니어를 모

집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주 업무는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웨어, Linux, 그

리고 기타 파트너의 플랫폼을 포함하는 다수 플랫

폼에 걸쳐 Soli를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아키

텍쳐를 정의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하드웨

어 엔지니어의 주 업무는 ‘Soli 센서의 기능을 구체

화(characterizing)하고 차세대 센서(next 

generation silicon)의 로드맵을 정의하는 것’이라

고 명시되어 있어 Google이 Project Soli를 Android 

Wear를 비롯한 스마트폰, 스마트홈 단말, 가상현실 

단말 등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인 

것으로 예상 

Google ‘Project Soli’ 

SkinTrack 

2016년 5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Future 

Interface Group이 스마트 시계용으로 사용자의 피부

를 전류 송신기(waveguide)로 활용하는 손가락 트랙

킹 기술인 SkinTrack을 공개 
 

손등, 손목 부위 등의 터치를 지속적으로 트랙킹 가능 

https://youtu.be/0QNiZfSsP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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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카메라 및 프로젝터 기반 터치 UI 특허 출원 

2016년 5월 5일(미국시각), 미국 특허청은 삼성전자가 

2015년 6월 4일 출원한 ‘웨어러블 단말 및 제어 방법’ 

특허를 공개 
 

특허 내용은 스마트 시계에 탑재된 전방위 촬영이 가능

한 카메라로 사용자의 단말 터치 부분을 인식한 후 프로

젝터로 사용자 손등 또는 좌측 팔 부위에 화면을 주사한 

후 터치를 인식해 기능 제어가 가능한 것이 핵심 

전방위 촬영 카메라 

SkinHaptics 

2016년 4월 영국 서식스대학교(The University of 

Sussex)의 Interact 연구소가 초음파를 활용해 사용자

의 피부를 터치 인터페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 

SkinHaptics를 공개 
 

SkinHaptics는 손등이나 손바닥에서 초음파를 보내 다

른 쪽에서 터치를 하면 이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 

https://youtu.be/DR4LBFKv5_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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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erIO 

2016년 3월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연구진들이 스마트 단말용으로 능동 소

나(Active Sonar)를 활용하는 손가락 트랙킹 기술인 

‘FingerIO’를 공개 

 
FingerIO는 스마트 단말에 탑재된 스피커를 통해 음파

를 보낸 후 사용자 손가락에 반사된 음파를 마이크로 감

지해 손가락의 움직임을 트랙킹하는 방식이며, 

FingerIO를 활용할 경우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시계에

서 단말을 터치할 필요없이 손가락 움직임만으로 볼륨

을 조절하거나 버튼을 누르고 메뉴 스크롤 등이 가능 

Skin Buttons 

2014년 10월 카네기 맬론 대학의 Future Interface 

Group이 레이저를 활용하는 Skin Button 인터페이스

를 개발 

 
Skin Buttons는 스마트 시계 케이스에 레이저 장치를 

추가한 후 일반 메시지나 음성 메시지 수신 시 피부에 

아이콘을 생성해 사용자가 해당 아이콘을 터치하면 수

신 메시지 확인이 가능한 형태 

 

• 금번 UI 기술이 언제 상용화될 지는 알 수 없으나, 소형 터치 스크린을 탑재하는 스마트 시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 시계 사용자 경험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 단, 이러한 기술 적용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시계의 스크린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며, 모든 사물이 인

터넷과 연결되는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의 웨어러블 단말은 사용자의 신체 기능을 증강(스마트 안경은 

눈, 가상현실 단말은 눈과 귀) 시켜주는 것이 핵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스마트 시계 역시 사용자 팔동

작을 통해 뭔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추가하는 것이 더 급선무일 것으로 판단됨 

Future Evolution? 

Google, Google2, USPTO, FIG Labs, Sussex University, Washington University, FIG Labs2 S o u r c e  

https://youtu.be/PpVUCEZvNjI
http://sixense.com/
https://www.google.com/about/careers/jobs
https://www.google.com/about/careers/jobs
http://www.freepatentsonline.com/20160127624.pdf
http://www.figlab.com/
http://www.sussex.ac.uk/broadcast/read/35138
http://fingerio.cs.washington.edu/
http://www.fig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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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본격화하려는 Apple 

• 2016년 4월 29일, Apple이 환자 건강 관리용 앱 개발이 가능한 CareKit을 정식 배포 

 

• Apple은 2016년 3월 이벤트에서 Carekit을 공개했는데, CareKit은 총 4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환자

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Apple, CareKit 정식 출시 

CareKit 출시 의미와 전망 

What to Watch 

Issue Analysis 

Apple, CareKit 정식 출시 

Apple이 환자 건강 관리용 앱 개발이 가능한 CareKit을 정식 출시했는데, CareKit의 경우 병원이나 의

료 기기 업체들이 개인들이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Apple이 헬

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본격화할 계획인 것으로 판단됨 

Apple CareKit 

출처: Engadget,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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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모듈에는 ▲ 환자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 약복용, 물리 치료, 운동 목적 달성 등과 같은 해야 할 

일과 치료에 필요한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케어카드(Care Cards)’ ▲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사진, iPhone의 센서를 통한 팔 움직임, 기분 상태, 체온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증상 

및 질병 측정 트랙커(Symptoms and Measurement Tracker)’▲ 케어카드와 증상 및 질병 측정 트랙

커 데이터를 분석해 치료 진행이나 효과를 보여주는 ‘인사이트(Insights)’▲ 그리고 담당 의사나 지인에

게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커넥트(Connect)’를 포함 

 

• Apple은 CareKit 배포와 함께 CareKit으로 개발한 앱 4종을 선보였는데, 임신 계획 등을 관리할 수 있

는 임신 트랙커인 ‘Glow Nurture’와 수유 스케쥴에서 성장 차트 작성이 가능한 ‘Glow Baby’, 당뇨 환

자가 당뇨 수치, 음식 조절, 약 복용, 활동 등을 관리할 수 있는 ‘One Drop’, 그리고 우울증을 관리할 

수 있는 ‘Start’ 등을 공개 

 

출처: Apple iTunes, 2016.04 

CareKit 적용 앱(순서대로 Glow Nurture, Baby, One Drop, Start)  

CareKit 출시 의미와 전망 

 

-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종 플랫폼 완성 

 

• Apple이 2014년 9월 출시한 HealthKit이 헬스 및 피트니스 트랙킹 단말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

자의 활동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2015년 3월 발표한 ResearchKit은 의료 기관이 특정 질병과 관련된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해 연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면, CareKit은 병원이나 의료 기기 업체들이 개인

들이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Apple이 HealthKit이나 

ResearchKit과 연계해 본격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플랫폼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https://itunes.apple.com/kr/app/glow-nurture-pregnancy-tracker/id882398397?mt=8&ign-mpt=uo=4
https://itunes.apple.com/kr/app/glow-nurture-pregnancy-tracker/id882398397?mt=8&ign-mpt=uo=4
https://itunes.apple.com/kr/app/glow-nurture-pregnancy-tracker/id882398397?mt=8&ign-mpt=uo=4
https://itunes.apple.com/kr/app/glow-baby-breastfeeding-timer/id1077177456?mt=8&ign-mpt=uo=4
https://itunes.apple.com/kr/app/glow-baby-breastfeeding-timer/id1077177456?mt=8&ign-mpt=uo=4
https://itunes.apple.com/kr/app/glow-baby-breastfeeding-timer/id1077177456?mt=8&ign-mpt=uo=4
https://itunes.apple.com/kr/app/one-drop-for-diabetes-management/id972238816?mt=8&ign-mpt=uo=4
https://itunes.apple.com/kr/app/one-drop-for-diabetes-management/id972238816?mt=8&ign-mpt=uo=4
https://itunes.apple.com/kr/app/one-drop-for-diabetes-management/id972238816?mt=8&ign-mpt=uo=4
https://itunes.apple.com/kr/app/start-depression-test-pill/id1012099928?mt=8&ign-mpt=u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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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CareKit 출시와 함께 4가지 앱만 출시되었으나, 향후 병원들이 CareKit을 통해 본격적으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기 업체들이 자사의 의료 기기와 연계해 만성 질환 관리가 가능한 서비

스 제공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CareKit의 경우 환자들이 치료 계획에 따라 필요한 약 복용 여부, 

운동 여부 등과 같은 데이터와 함께 자신들의 상태(기분, 질병 진전 상태)와 관련된 데이터를 직접 추

가해 공유한다는 점에서 Apple과 Apple의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참여 업체들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

터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단말 경쟁력 개선을 통한 판매량 개선 목적 

 

• CareKit의 4가지 모듈로 봤을 때 Apple이 HealthKit과 CareKit을 연동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ResearchKit으로도 공유하는 등 3가지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CareKit 출

시로 iPhone과 Apple Watch, 특히 Apple Watch의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 

 

• Apple의 경우 2016년 2분기(Apple 회계연도, 2016년 1~3월) iPhone 판매량이 5,120만 대를 기

록하면서 2015년 동기 대비 16.0% 감소했는데, CareKit 출시로 소비자들이 iPhone을 구매하고 신

규 iPhone을 교체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추가되면서 단말 판매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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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Apple이 HealthKit으로 제공되는 Apple Watch의 기본적인 피트니스 트랙킹 기능과 함께 

CareKit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센서를 추가해 제공한다면 Apple Watch의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16년 5월 10일 유명 IT 칼럼리스트인 Tim Bajarin은 Time지 기고문에서 Apple이 헬스 및 피트니

스 전용 연구소를 운영해 왔으며, 해당 연구소 설립의 주요 목적은 Apple Watch와 건강 관련 센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Apple이 차기 Apple Watch 또는 스마트 시곗줄에 각종 질환 

관련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센서를 추가해 제공한다면, 현재 전문 피트니스 트랙커와 비교해 기능이 떨

어지는 Apple Watch의 헬스 및 피트니스 트랙킹 기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헬스케어 관련 의료 기기 판매 확대를 통해 추가 수익 확보 

 

• 현재 Apple의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헬스 및 피트니스 트랙커 제품과 관련해 피트니스 트랙커는 다수 

판매를 하고 있으나, 헬스케어 관련 제품은 혈당측정기나 혈압 측정기로 한정되어 있는데, CareKit 출

시와 함께 이들 제품 판매 확대와 질병 관리와 관련된 의료기기 판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

며, 장기적으로는 Apple이 대형 의료 기관과 협력해 가정 내에서도 각종 질환 진단 및 관리가 가능한 

의료기기를 개발해 판매할 수도 있을 것 

 

• iPhone 판매량이 정체기로 접어들면서 서비스 부문을 강화하려는 Apple로서는 차세대 수익원 확보

가 필요한 상태로, CareKit이 핵심 수익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조만간 Apple

이 의료기기 관련 업체를 인수했다거나 인수한다는 소식을 들게될 수도 있을 것 

Engadget, Time, Apple S o u r c e  

http://sixense.com/
http://www.engadget.com/2016/03/21/apples-carekit-will-help-patients-better-manage-their-illnesses/
http://time.com/4323318/apple-watch-steve-jobs-health/
http://images.apple.com/pr/pdf/q2fy16datasu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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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장악을 위한 퍼즐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Amazon 

• 2016년 5월 13일 Amazon이 IoT 크라우드 플랫폼인 AWS IoT용 단축 버튼 단말인 AWS IoT 

Button을 출시 

 

• Amazon은 2015년 10월 ‘AWS re:Invent 2015’에서 AWS IoT를 공개한 후 2015년 11월 출시했는

데, AWS IoT는 IoT 단말이 쉽고 안전하게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및 다른 디바이스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형 클라우드 플랫폼이며, AWS IoT Button은 Amazon이 2015년 4월 출시

한 쇼핑용 단축 버튼 단말인 Amazon Dash Button과 동일하게 개별 단말에 특정 기능을 설정해 단축 

버튼으로 사용이 가능 

 

• AWS IoT 플랫폼과는 WiFi로 연동이 되며, AWS IoT Button에 차량 문 열기 또는 시동 걸기, 차고 문 

열기, 택시 호출, 배우자에게 전화 걸기, 가정 내 단말 제어 기능, 소셜 미디어와 연동해 포스팅 하기 등

을 설정해 탭 한번으로 필요한 기능 실행이 가능 

 

• AWS IoT Button 가격은 19.95달러로 Amazon에서 구매가 가능 

Amazon이 탭 투 구매(Tap to Purchase)형 쇼핑 단말인 Amazon Dash와 Amazon Dash Button, 

그리고 지능형 스피커인 Amazon Echo에 이어 탭 투 컨트롤(Tap to Control)형 IoT 단말인 AWS IoT 

Button을 출시하면서 스마트폰 없이도 거실 장악을 위한 퍼즐을 완성해 나가고 있음 

Amazon, AWS IoT Button 출시 

스마트폰 없이도 거실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Amazon 

What to Watch 

Issue Analysis 

Amazon, AWS IoT Button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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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IoT Button 

출처: Amazon, 2016.05 

스마트폰 없이도 거실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Amazon 

• Amazon의 거실 장악은 2014년 4월 자사 식료품 배달 서비스인 Amazon Fresh용 쇼핑 단말인 

Amazon Dash를 출시하면서부터 시작 

 

• Amazon Dash는 스캔 버튼과 마이크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캔 버튼을 눌러 LED 스캐너로 제

품의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음성 버튼을 눌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추가할 수도 있음 

 

• 추가한 제품은 Amazon Fresh 쇼핑 리스트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며, Amazon Fresh 사이트나 앱에

서 결제를 하면 쇼핑이 완료되고 제품 배송은 결제일 다음날까지 제공하는 형태임 

 

 
Amazon Dash 

출처: Amazon,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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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2015년 4월 Amazon은 Amazon Dash 기능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탭 투 구매형 단

말인 Amazon Dash Button을 출시한 후 2015년 7월 Dash Button 판매 대상을 Amazon Prime 회

원 전체로 확대하고 2015년 9월에는 Dash Button 제휴 업체를 추가하면서 Dash Button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쇼핑형 IoT 단말 보급을 확대 

 
 
 
 
 
 

Amazon Dash Button 

출처: Amazon, 2014.04 

출처: Amazon, 2014.04 

• 사실 Amazon이 Amazon Dash 단말을 출시했을 때만 해도 자사 서비스 매출 확대를 위해 가정 내 주

방을 쇼핑 매장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인 것으로만 보였으나, 2014년 11월 음성인식 기능인 Alexa를 

지원하는 무선 스피커인 Amazon Echo를 출시하고 초기 정보 확인 위주에서 2015년 4월 스마트 가

전 제어 기능까지 추가하면서 스마트홈 영역으로 단말 기능을 확대 

 

• 물론, Amazon 단말 부분의 David Limp 책임자는 2016년 3월 Amazon Echo 단말의 후속 단말인 

Echo Dot과 Amazon Tap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Amazon의 최종 목표는 Amazon에서 판매하는 모

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혀 Amazon Echo의 주된 목적은 쇼핑을 지원하는 것이

지만, 가정 내 스마트 가전제어에서부터 각종 정보 확인 및 주문 처리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마트홈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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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 u r c e  Amazon, Amazon2, Amazon3, Amazon4, Recode 

• 특히, Google Now나 Apple의 Siri가 단순 정보 검색 위주의 초기 지능형 개인 비서 서비스라면 

Amazon Echo의 경우 이용자의 요청(제품 검색 및 구매, 스마트 가전 제어, 써드파티 앱을 통한 서비

스 주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좀 더 진화한 형태의 지능형 개인 비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말로 거실 

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 

Alexa 지원 Amazon 단말 

출처: Amazon, 2016.03 

Amazon 
Tap 

Fire TV 

Amazon 
Echo 

Echo Dot 

• 아울러, Amazon Echo에 AWS IoT Button 추가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음성인식 

기반 개인 비서 서비스의 기능을 보완해 준다는 점에서 Amazon의 거실 장악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

단됨 

 

• 2016년 초 기준 Amazon Echo의 판매량이 300만 대를 기록했다고 하나, Amazon Echo를 통해 제

어 가능한 스마트홈 단말에 제한이 있고 기능 실행도 아주 편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AWS 

IoT Button의 경우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스마트홈 단말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을 

설정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홈 영역에서 Amazon Echo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거실 

내 지배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특히, Amazon의 이러한 노력은 스마트폰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Amazon Echo나 Facebook 

Messenger의 Chabot과 같이 써드파티 앱을 통합하는 대화형 커머스가 부상하면서 서비스 플랫폼으

로서 OS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Apple이나 Google 보다 앞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는 점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어쩌면 Amazon의 Firephone 실패를  Amazon Echo와 AWS IoT Button이 만회할 수도 있을 것 

http://sixense.com/
http://aws.amazon.com/iot/button/
http://www.amazon.com/gp/browse.html?node=10667898011
http://www.businesswire.com/news/home/20151001005915/en/Amazon-Dash-Replenishment-Service-Adds-Device-Partners
http://www.amazon.com/b/?node=10667898011&lo=digital-text
http://www.recode.net/2016/3/26/11587282/amazon-echo-shopping-by-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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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몸을 전류 송신기로 활용하는 손가락 트랙킹 기술 ‘SkinTrack’ 

•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Future Interface Group이 스마트 시계용으로 사용자의 피부를 전류 송신기

(waveguide)로 활용하는 손가락 트랙킹 기술인 SkinTrack을 개발 

• 사용자 손가락에 착용한 반지에서 인체에 무해한 고주파 AC 전류를 보내면 시계줄 양쪽에 내장된 AC 전류 감

지 센서에서 손목과 손등의 특정 부위의 터치를 감지하는 형태로 특정 터치 지점에 앱 실행 기능 설정도 가능 

[Video] 탈부착이 가능한 듀얼 디스플레이 스마트 시계 ‘Doppio’ 

•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 외 2개 대학 연구팀이 자석을 활용해 별도 디스플레이를 탈부착 할 수 있는 듀얼 디스플

레이 스마트 시계 프로토타입인 ‘Doppio’를 공개 

• 본체에 별도 스크린을 부착하는 위치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능 실행이 가능한 형태로, 스마트 시계 

스크린을 확장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활용이 가능할 것 

18 

https://youtu.be/9hu8MNuvCHE
https://youtu.be/usOX2JRj3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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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DIY 터치 스크린 스마트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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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Swipe Labs의 Ryan Nelwan 엔지니어가 LCD에 투시 거울(one way mirror)를 부착하고 라즈베리 파이

(Raspberry Pi)로 각종 기능을 제어하는 스마트 거울을 개발 

• 거울 모서리에 위젯을 배치해 각종 정보 확인이나 음악 재생이 가능하고, 동영상 플레이어나 Uber 호출 기능도 

설정해 이용이 가능. 향후 얼굴인식이나 동작인식 센서를 탑재하면 커머스 플랫폼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터치를 미리 인식해 필요한 인터페이스나 기능을 지원하는 ‘Pre-Touch 
Sensing’ 

• Microsoft Research가 자기 정전 터치스크린(Self-capacitive touchscreen)으로 사용자 손의 정전기를 인식

해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부분과 터치할 지점을 미리 인식 가능한 터치 사전감지 기술을 개발 

• 터치를 미리 감지해 제어 버튼을 보여주거나 한 손으로 사용 시에는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부위에 단축 제어 버

튼을 제공하는 형태로 스마트폰 사용자 경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https://youtu.be/fiZkEYLXctE
https://youtu.be/sh2EJzplk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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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과 휴대성이 돋보이는 소형 드론 ‘Hover’ 

20 

• 중국 Zero Zero Robotics가 프로펠러에 탄소섬유로 제작된 외부 케이스를 씌워 안정성과 휴대성을 높인 셀카 

촬영용 드론인 Hover를 개발 

• 프로펠러를 접으면 7인치 태블릿PC 크기 정도로 휴대가 간편하며, 사용자 얼굴 인식 및 신체 움직임 인식 센서

가 있어 사용자를 따라다니거나 일정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미지나 동영상 촬영이 가능 

뇌파로 드론을 움직이는 드론 레이싱 대회 

• 미국 플로리다주립대가 뇌파 인식 단말을 활용해 뇌파로 드론을 움직여 10m 거리를 비행하는 드론 레이싱 대

회를 개최 

• BCI 소프트웨어(Brain-Computer Interface) 상의 객체를 움직이면 드론이 비행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 뇌파를 

활용해 뭔가를 제어하는 테스트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BCI 소프트웨어 

https://www.youtube.com/watch?v=aOn-BG4h0pQ
https://youtu.be/C0s3w-wqcI8?list=PLNxwX7r4A556sgYxwQMsC3bk3PXLtcI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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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ney Research가 하이브리드 유압 전동 장치(Hybrid Hydrostatic Transmission)로 계란을 옮기는 것과 같

은 미세한 동작도 모방하는 텔레프레전스 로봇을 개발 

• VR 단말을 착용한 사용자가 텔레프레전스 로봇과 동일한 로봇을 움직이면, 해당 움직임이 텔레프레전스 로봇

에 반영이 되는 형태로 원격 수술, 가상 여행, 전투 로봇 등에 활용이 가능할 전망 

피부와 느낌이 동일한 바르는 인공 피부 ‘XPL’ 

• MIT와 Harvard 연구팀이 발랐을 때 이질감을 못 느끼면서 육안으로도 구분이 힘든 인공 피부인 

‘XPL(Crossslinked Polymer Layer)’를 개발 

• 폴리실록산(polysiloxane)으로 만든 젤 타입을 피부에 바른 후, 폴리실록산 원료를 결합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백금 촉매제를 덧발라주면 되는 형태. 24시간 동안 접착력을 지속되며, 물로 씻거나 문질러도 형태를 유지 

폴리실록산 겔 
백금 촉매제 

백금 촉매제를 바르면 폴리실록산 
원료가 결합 후 펴지면서 피부 주
름이 펴지고 피부의 수분을 지켜
주거나 자외선 차단 기능을 제공 

https://youtu.be/HY4bfnHMdtk
https://youtu.be/xZlKcy_eS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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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우주 여행 서비스 플랫폼 업체 SpaceVR, 125만 달러 투자유치 

모바일 온리 은행 스타트업 Varo Money, 2,700만 달러 투자 유치 

• SpaceVR은 360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위성을 우주로 보내 가상현실 단말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우주 동영

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중국 Shanda Group 등으로부터 125만 달러의 시드 펀드를 유치 

• 현재 360도 촬영 위성인 Overview 1을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지구뿐만 아니라 타 태양계 행성으로도 360도 

카메라 위성을 보낸다는 계획. SpaceVR의 동영상 서비스 이용료는 1년에 35달러로 출시일은 미정 

• Varo Money는 American Express의 영국 지사장이자 European Cards의 부사장을 지낸 Colin Walsh가 공

동 설립한 모바일 전용 인터넷 은행. 2016년 5월 3일 2,700만 달러의 신규 투자를 유치 

• 모바일 앱을 통해 체크 카드, 예금 및 대출 상품,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인 앱 스토어를 통해 

각종 금융 앱도 제공해 이용자들이 보유 자금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 

VR 
+ 

Overview1은 4K 어안 렌즈를 탑재해 우주 풍경 촬영이 가능하고 
사용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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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DHL, 드론 활용 완전 자동 배송 시스템 테스트 완료 

Volvo, 2시간 인-카 배송 서비스 제공 예정 

• 독일 DHL이 독일 바이에른 지역에서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택배 자동 선적 및 하역 시스템을 갖춘 무인 택

배 보관함과 드론을 활용해 택배 완전 자동 배송 시스템을 테스트 

• 소량의 택배를 처리했지만, 완전 자동 배송 시스템으로 택배를 배송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라스트 

마일을 책임지는 배송 센터에 금번 시스템과 유사한 자동 배송 시스템이 도입되는 경우가 확대될 수도 있을 것 

• 2014년과 2015년 인-카 택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는 Volvo가 스웨덴 배송 업체인 Urb-It과 협력해 이

용자가 주문한 물품을 2시간 내로 차량으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Urb-It 제휴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를 하면, Urb-It 배송 직원이 제품을 픽업한 후 이용자의 차량에 물품을 배송. 

향후 무인 자동차가 배송을 하거나 이용 예정인 무인 자동차에 택배를 수령할 수도 있을 것 

https://player.vimeo.com/video/1437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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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피드백을 활용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헤드폰 ‘Melomind’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양안형 3D 액션 카메라 ‘EYSE’ 

• 프랑스 myBrain Technologies가 뉴로피드백(Neurofeedback)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스트레스를 줄여주

는 헤드폰인 ‘Melomind’를 개발 

• EEG센서(헤드셋에 탈부착하는 형태)를 통해 사용자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뇌파에 따라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소리(audio soundscape)를 전달. 가격은 399달러로 2016년 10월 예약 주문자에 배송 예정 

• 미국 Vairdo사가 가상현실 단말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3D 양안 액션 카메라인 ‘Eyse’를 개발 

• 카메라 렌즈는 수직으로 110도 움직이며, 180도의 시야 범위를 제공하고 카메라 커버를 방수 커버로 교체하

면 물속 영상 촬영도 가능하고 드론에 부착해 사용도 가능 

• 무선 충전을 지원하며, 가정 내에 배치해 보안 카메라로 활용할 수도 있음. 가격은 699달러 

VR 
+ 

EEG 센서 

https://ksr-video.imgix.net/projects/2442199/video-660138-h264_high.mp4


  

  동향브리핑 

  Trend Issue Tech Business Product Design 

25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소형 무선 이어폰 ‘Truu’ 

자석으로 스마트폰에 붙여서 충전을 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 

• 스웨덴 Truu Wireless가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소형 무선 이어폰인 Truu를 개발 

• 양쪽 이어폰에 자석을 내장해 이어폰을 붙여서 휴대하거나 무선 충전기에 이어폰을 붙여 충전도 가능. 단, 충전 

시간이 70분 정도로 느린 것은 단점 

• 향후 무선 충전기에 배터리를 내장해 이동 중에도 충전을 지원한다면 좀 더 편리할 것으로 판단됨 

• 차량용 오디오 및 스마트 단말 액세서리 전문 업체인 Scosche가 스마트폰에 부착해 충전이 가능한 보조 배터

리인 ‘MagicMount PowerBank’를 출시 

• 일반 보조 배터리와 동일하게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 충전하는 방식이나, 자석 패치를 스마트폰에 부착해 보조 

배터리를 스마트폰에 붙여서 충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 보조 배터리 용량은 4000mAh로 가격은 59.99달러 



  

  동향브리핑 

  Trend Issue Tech Business Product Design 

26 

Gravity Headphones by Kyumin Ha 

[Video] 열을 가하면 색깔이 변하는 직물 디스플레이 ‘Ebb’ 

• Gravity Headphones는 국내 하규민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으로 헤드폰 소재를 가벼운 소재로 제작을 하고 

특정 기하학적 구조를 적용해 헤드폰을 책상이나 바닥에 놓았을 때 설 수 있는 컨셉임 

• 일반 헤드폰의 경우 바닥에 놓으면 쓰러지는 구조인데, 설 수 있도록 디자인하면 보관도 용이하고 헤드폰을 찾

기도 쉬운 장점이 있다는 설명 

• 미국 UC Berkeley 연구팀과 Google ATAP의 Project Jacquard 팀이 열을 가하면 색깔이 변하는 직물 디스플

레이 기술인 ‘Ebb’를 개발 

• 전도성 실에 열반응 페인트(thermochromic paint)를 코팅을 한 것으로, 해당 실로 특수한 모양을 가진 섬유

를 제작해 전류를 보내면 특수한 모양이나 숫자가 나타나는 형태 

https://youtu.be/uzZTBHfp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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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설명 

유선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PC/노트북 TV 

Apple Google MS 충전 기술/배터리 칩 

콘솔게임기 스마트 안경 스마트 시계 피트니스/웨어러블 OTT 동글 

스마트 헬스 온라인 교육 인터넷 소셜 미디어 음악 서비스 

쇼핑 LBS 광고 모바일 결제/핀테크 클라우드 

터치 동작인식 안면/이미지 인식 음성인식 생체인증 

AR 
+ 

VR 
+ 

네트워크 WiFi AI/맥락인식 증강현실 가상현실 

스마트홈 IoT/IoT 단말 3D 프린트 스마트카 로봇 

All Icons designed by designers at www.freepik.com 

공유 경제 모바일IM/개인방송 온디맨드/배달/배송 친환경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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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사용자 몸을 전류 송신기로 활용하는 손가락 트랙킹 기술 ‘SkinTrack’ 
 
http://www.figlab.com/#/skintrack-2016/ 
 
[Video] 탈부착이 가능한 듀얼 디스플레이 스마트 시계 ‘Doppio’ 
 
http://dl.acm.org/citation.cfm?doid=2858036.2858256 
 
터치를 미리 인식해 필요한 인터페이스나 기능을 지원하는 ‘Pre-Touch 
Sensing’ 
 
https://blogs.msdn.microsoft.com/msr_er/2016/04/28/enhanced-
virtual-reality-among-new-microsoft-research-advances-at-chi-2016/ 
 
[Video] DIY 터치 스크린 스마트 미러 
 
https://www.reddit.com/r/videos/comments/4gvd26/hi_reddit_i_built_
a_touchscreen_mirror_that_id/ 
http://www.theverge.com/circuitbreaker/2016/4/29/11540882/diy-
smart-mirror-touchscreen-ryan-nelwan 
 
안정성과 휴대성이 돋보이는 소형 드론 ‘Hover’ 
 
http://gethover.com/ 
 
뇌파로 드론을 움직이는 드론 레이싱 대회 
 
http://braindronerace.com/ 
 
[Video] 미세한 움직임까지 모방이 가능한 텔레프레전스 로봇 
 
https://www.disneyresearch.com/publication/haptic-telepresence-
robot/ 
 
피부와 느낌이 동일한 바르는 인공 피부 ‘XPL’ 
 
http://news.mit.edu/2016/polymer-temporarily-tightens-skin-drug-
delivery-0509 
 
 

Business 
 
 
가상 우주 여행 서비스 플랫폼 업체 SpaceVR, 125만 달러 투자유치 
 
http://www.spacevr.co/ 
http://www.vcnewsdaily.com/spacevr/venture-capital-
funding/scjyryvtdt 
 
모바일 온리 은행 스타트업 Varo Money, 2,700만 달러 투자 유치 
 
http://www.vcnewsdaily.com/varo-money/venture-capital-
funding/vpnwsxzfzm 
http://www.varomoney.com/ 
 
獨 DHL, 드론 활용 완전 자동 배송 시스템 테스트 완료 
 
http://www.dhl.com/en/press/releases/releases_2016/all/parcel_ecom
merce/successful_trial_integration_dhl_parcelcopter_logistics_chain.ht
ml 
 
Volvo, 2시간 인-카 배송 서비스 제공 예정 
 
http://www.multivu.com/players/uk/7832251-volvo-in-car-delivery-
servic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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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뉴로피드백을 활용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헤드폰 ‘Melomind’ 
 
https://www.kickstarter.com/projects/865795124/melomind-the-
ultimate-relaxation-headset 
http://www.melomind.com/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양안형 3D 액션 카메라 ‘EYSE’ 
 
https://www.kickstarter.com/projects/vairdo/eyse-wifi-3d-camera-for-
real-time-vr-experiences 
http://diy.vairdo.com/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소형 무선 이어폰 ‘Truu’ 
 
https://www.kickstarter.com/projects/1012683372/truu-join-the-
wireless-revolution 
http://truuwireless.com/en/truu/ 
 
자석으로 스마트폰에 붙여서 충전을 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 
 
http://www.scosche.com/magnetically-mounted-portable-power-for-
lightning-devices 
 
 

Design 
 
 
Gravity Headphones by Kyumin Ha 
 
https://www.behance.net/gallery/36382867/Gravity-headphones 
 
[Video] 열을 가하면 색깔이 변하는 직물 디스플레이 ‘Ebb’ 
 
http://artfordorks.com/pubs/16_CHI_Ebb.pdf 
http://artfordor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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