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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의 WhatsApp 20조원 인수 다음카카오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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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quitous computing 

Ambient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s 

Pervasive Computing 

Everyware 

Internet of Everything 

 1988 

 1990년 후반 

 1999 

 2003 

 2004 

 2012 



GE future concept for kitchen (2006년) 

https://www.youtube.com/watch?v=YRCFWdZicOM 



Living Tomorrow: house of the future (2010년) 

https://www.youtube.com/watch?v=9DJr8QwgLEA 



IoT와 서비스 

IoT는 디바이스를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나의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스마트홈 또한 하나의 서비스 영역임 

스마트홈 (소비자) 
3,745.71 (Devices million) 

빌딩 (인프라)   
1,726.59 (Devices million)   

스마트시티 (산업) 
1,524.70 (Devices million) 

  건강 (신체)  
  360.03 (Devices million) 

 운송 (모바일)   
392.03 (Devices million)   

Sensor Processor Connectivity 

서비스 

플랫폼(S/W) 

하드웨어 

디바이스 

Source : postscapes 재구성 



스마트 폰 시대 IoT 시대 

IoT 시대의 서비스 변화 

One Device - Multi Service One Service - Multi-Device 

Source : LG경제연구소 리포트 



타 기기와의 Connectivity 기반으로 가치를 추가 전달함으로써 개별 단위 기기에서 제공하던  

가치보다 더 큰 가치 창출이 가능함 

제품의 고객 가치 증대 

제품 
최종 가치 

기기간 연동 

인텔리전스 Value 
Added 

제품 
본연 가치 

 기기간의 연결로 가치 확대 

시사점 

 인텔리전스로 가치제공 가속화 

 인터넷 연결로 제품의 활용성 개선 

기기 연결 

“IoT = 제품 경쟁력 강화” 

1 기존 제품 영역에서의 차별화 

• 차별화 컨셉 발굴 및 개발 

2 신상품 기회 발굴 

센서 

IoT 시대의 제품 변화 





CES 2014 

Editors’ Choice Award 2관왕 수상 



Top-line Hypothesis 

고객에게 이미 익숙한 서비스, 앱 그리고 UX를 그대로 이용해서  

LG전자 제품 가치를 고객에 전달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1. 모바일 메신저나 이메일로 친구와 사진을 주고 받는 것 처럼  

우리 집 TV에 사진을 바로 보내자. 

 

2. 서비스마다 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익숙한 앱을 연결하자. 

SNS에서 LG전자 제품, 서비스 및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 2012. 11.20 - 



아이언맨 :: JAVIS 

출처 : http://edreyes.deviantart.com/art/JARVIS-SHIELD-Interface-Rainmeter-Theme-310689538 



아이언맨 :: JAVIS 

출처 : http://edreyes.deviantart.com/art/JARVIS-SHIELD-Interface-Rainmeter-Theme-310689538 



HomeChat 

https://www.youtube.com/watch?v=CiUeW-9M1lU 



Source : http://www.corebrain.org/reality/



홈챗(HomeChat)이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가전기기를 사용하는 비서서비스” 





6% 76% 8% 

가장 많은 명령어 

홈챗의 제안에 긍정 응답 
“응, ㅇㅇ, 그래” 

단 한 번 수집 일정 횟수 이상 수집 

(횟수) (종류) (종류) 

약 300 종 



 재미있는 얘기해줘 

 잘난 척 하지마... 

 일더하기일은? 

 에어컨 상탸 

 외롭다 정말.. 

 스탬프를 갖고 싶습니다만, 어떻게하면 좋습니까? 

단 한 번 수집된 입력어들 



스마트홈.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된다? 
 
…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는 일반 소비자 32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홈 유용성’ 설문
조사를 했다.  
 
결과가 흥미롭다. 절반에 가까운 소비자들은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다”고 응
답했다. 주목할 것은 ‘없어도 되지만’이란 단서다. 소비자 욕구가 확실히 담보된 
서비스는 아니란 얘기다.  
 
… 
 

- 매경이코노미 제 1757호(‘14.5.13) - 



2011 2013 2014 



스마트홈 진입 장벽을 낮추다 1 

2 

3 

고객과 가전의 관계를 만들다 

고객을 이해하고 삶의 가치를 더해주다 

  LIFE Platform과 스마트 가전의 결합 

  전용 캐릭터와 대화하며 때로는 놀아주는 친구 

  스마트 가전 이용 방법을 알려주고 개인화된 추천 제공 



라인과 함께하는 홈챗 







Input Technologies 

Sensor 
Input 
(M2M) 

Gesture 
Input 

Speech 
Input 



Nest thermostat 



Leap Motion 



Apple Siri, Google Now 



편안한 환경 = 사용자 친화 



모바일 앱 이용시간 점유율 

출처 : 랭키닷컴 



World’s Fastest Growing Service 

가입자 1억 명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시간 

LINE 

Twitter 

Facebook 

49 개월 

개월 54 



Over 400 million Users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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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이용자 4억명 돌파!  
  



52개국에서 1위 앱 기록, 230개국에 이용자 분포 

Globally Popular! 



자연어 처리 - Q보이스 



https://www.youtube.com/watch?v=nO9GJJiBkUc 

HomeChat Character 



홈챗 캐릭터 

“사람에게는 아주 친근하고, 

따뜻하지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기계들에게는 엄격하게 

일을 지시하는 캐릭터” 



홈챗(HomeChat)이란? 

“일상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여  

기기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기기들의 반응을 보고 그 결과를 

전달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개인비서” 



What? 



홈챗의 장점 (1) 

“가전기기의 기본 기능을 

일상의 언어로 사용하기” 



홈챗의 장점 (2) 

“상황별 연출을 통해 조금 

더 똑똑하게 기기 사용하기” 



홈챗의 장점 (3) 

“재미있는 캐릭터와  

스티커 커뮤니케이션” 



“제품 구입이 없어도 

 제어, 모니터링 및 대화 기능의 

 가상 체험” 

홈챗의 장점 (4) 



홈챗의 장점 (5) 

“대화 기반을 활용한  

 놀이기능 끝말잇기” 



Next? 



IoT = Internet, Things, Data의 상호작용 

Source : Claro Partners 



非전자기기의 연결 전자기기의 연결 인터넷 연결 확대 

지능의 고도화 

학습, 
자율제어 

센싱, 
정보처리, 
원격제어 

- 무인자동차 

- 서비스 로봇 

- 드론   

- 스마트폰/패드 

- 스마트TV/가전 

- CCTV/보안장비 

- 스마트 카 

- 스마트 미터   

- 스마트 홈 

- 스마트 빌딩 

- 스마트 시티  

- 웨어러블 기기 

  (시계, 안경 등) 

- 의료/운동기기 

- 조명/가구 

- 생활용품  

IoT의 진화 방향 

재구성 : LG경제연구소 리포트 



홈챗의 가치 

App(GUI) 음성인식 홈챗 



교훈.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Compliance Security Relationship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까? 
 왜? 무엇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기기와 서버의 보안 

 기기의 소유권? 
 나와 기기와 에이전트의 관계? 

Sensor Connectivity Quality 

 기기를 더욱 스마트하게 
 빅데이터? 

 ‘가전’의 인터넷 연결 
 ‘나’와 ‘가전’ 연결하기 

 IoT 제품의 품질 (조직) 
 인지율과 추천 



Source : Claro Partners 

IoT 시대의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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