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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ssue Summary  

□ Key Summary  

○ 아마존은 에코를 처음 선보인 2014년 11월부터 꾸준하게 성능을 개선하면서 시

장을 확대해가고 있다. 

- 2015년 8월부터는 써드파티 기기와 연동을 시작하였고 매주 금요일에 사용자들에게 

추가된 기능에 관련한 안내 메일을 보냈다. 

- 2015년 11월부터는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외부 소매점을 통한 

판매를 시작하였다. 

- 최근, 대형 가전 기기 브랜드 업체 ‘허니웰’, 알파벳 산하 ‘네스트’등과 제휴를 통해 디

지털 온도 조절 장치를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 지난 1월에 발표된 시장조사업체 1010데이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에코는 2015년 미국 

전체 스피커 시장(온라인)에서 점유율 25.9%로 1위를 차지했다. 

- 아마존은 에코에 대한 시장 확대를 위해 휴대형 스피커 형태인 ‘에코탭’과 스마트홈 기

기 제어가 가능한 ‘에코닷’ 모델을 출시하였다. 

○ 지난 해, 구글은 스마트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온허브(OnHub)’를 출시하였다. 

- 온허브는 13개의 안테나가 달려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이며 가격은 200달러로 다소 높

다는 평을 받았다. 

- 안드로이드와 iOS에 ‘Google On’앱을 설치하면 온라인으로 온허브의 기능을 제어하거

아마존 에코 대항마를 준비하는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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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리가 가능하다. 

- 일반적인 와이파이 공유기와 기능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감각적인 디자인과 빠

른 무선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 

- 온허브는 주변 기기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는 구글이 스마트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 아직까지 온허브의 판매량을 공식적으로 집계한 보고서는 없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많

이 팔리지 못했다는게 지배적인 평가이다. 

○ 알파벳 산하에 있는 구글이 아마존 에코와 비슷한 스마트 스피커를 개발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15년 3월 24일, 더버지를 포함한 해외 외신들은 구글이 아마존 에코 스피커와 유사

한 스마트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네스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네스트도 개발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담당 임원에 의해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 스마트홈 기기에 대한 네스트의 의존도를 줄이고 이제부터는 구글이 직접 주도하겠다

는 의지로 풀이된다. 

- 업계에서는 구글이 직접 디바이스 개발을 주도하는 만큼 구글 나우가 탑재되어 다양한 

콘텐츠와 연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구글은 아마존 못지 않은 데이터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스마트 

스피커 시장에서 높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스마트 스피커를 시작으로 스마트홈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두 기업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 다양한 매체에서 보도가 되었지만 구글은 관련하여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 이번 비밀 프로젝트는 빠르면 오는 5월에 열리는 개발자 컨퍼런스 ‘I/O 2016’에서 공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Source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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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C%98%A8%ED%97%88%EB%B8%8C 

○ 아마존, 에코스피커로 스마트홈 시장 본격 공략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616 

○ Amazon is completely shaking up another market 

http://www.businessinsider.com/amazon-echo-speaker-sales-beats-bose-and-

logitech-2016-1 

○ 구글, 스마트홈 라우터 '온허브' 출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19/2015081902430.html 

○ Google is reportedly building an Amazon Echo rival 

http://www.theverge.com/2016/3/24/11298426/google-building-amazon-echo-

rival 

○ 구글, 아마존 스마트 스피커 대항마 개발 추진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49062&g_menu=020600 

○ 구글, 스마트 스피커 비밀 프로젝트 진행.. ‘아마존 에코’ 대항마 

http://www.itnews.or.kr/?p=18088 

II. Issue Analysis & Commentary  

○ 왜 스마트홈인가 

- 웨어러블 기기 및 IoT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가정에도 많은 스마트기기들이 등장하였

고 이들을 묶어줄 허브가 필요한 상황이다. 

- 과거 홈오토메이션들이 집안의 필요한 기능을 단순하게 동작하는 것이었다면 스마트홈

은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 이러한 스마트홈의 허브 디바이스는 TV나 냉장고와 같은 기존에 있는 가전에 추가되

는 형태로 발전해 왔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 아마존의 에코를 시작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에이전트(Smart Agent)가 

독립 기기로 표현되면서 관심을 받았다. 

- 단순하게 집안의 기기를 제어하는 것을 넘어서 콘텐츠를 추천하고 물건을 주문하는 것

까지 지원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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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비교 우위 

- 월등한 기술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구글로서는 거실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홈 시장

을 아마존에게 내어줄 수만은 없게 되었다. 

- 핵심 플랫폼은 ‘구글 나우’이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여 개인화된 서비스에 대한 노

하우를 축적한 ‘구글 나우’이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알렉사’와 경쟁을 할 것이다. 

- 안드로이드, 크롬, 지메일 등의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가 아마존보다 훨씬 많은 

것이 큰 강점으로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 음성 인식면에서도 현재 영어만 지원하는 에코에 비해 안드로이드를 통해 다국어 처리

가 가능하다는 비교 우위에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검색엔진으로 사용하는 에코보다 검색이 핵심 서비스인 구글이

기 때문에 사용자의 질문형 명령에 훨씬 완성도 높은 응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스마트홈 전략의 재편 

- 지금까지 구글은 네스트랩스, 드롭캠, 리볼브 등과 같은 자회사를 통해 IoT 및 스마트

홈 시장에 대응을 해 왔다. 

- 아쉽게도 이런 자회사들의 성과는 좋지 않았고 네스트의 ‘Works with nest’ 프로그램과 

같은 생태계 전략에서도 이렇다 할 제품이 없는 상황이다.  

- 인수된 회사들의 임원들이나 직원들끼리도 융합되지 못하고 잡음이 계속 생겨나면서 

구글로서는 더 이상 자회사에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이번 프로젝트에 네스트의 참여를 배제한 것도 앞으로 스마트홈 시장에 대해 구글이 

직접 관여하겠다는 전략적인 재편으로 해석해야 한다. 

○ 하드웨어에 대한 성공 경험이 부족 

- 아마존에게 빼앗기고 있는 스마트홈이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는 위기감을 느낄만큼 

중요한 시장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구글이 직접 주도를 하겠다는 것은 무게감을 가질 수는 있으나 구글이 하드웨어 사업

에 대한 성공 경험이 없다는게 한계가 될 것이다. 

- 구글은 넥서스 시리즈를 비롯해서 픽셀C, 온허브 등과 같은 다양한 하드웨어를 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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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아직은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자체 기술력이야 충분하겠지만 유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마케팅, 기술 지원 등에 

대한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가 미흡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이와 별개로 직접 주도해서 개발하기로 한만큼 IoT와 스마트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와의 역할 정리도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 당장,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 스피커의 가장 큰 경쟁자인 아마존의 에코에는 네

스트가 연동되어 있다. 

○ 향후 전망 

- 하드웨어를 비롯해 스마트홈 시장에 관심이 많은 구글로서는 최근의 루머처럼 스마트 

스피커를 기반으로 홈 허브를 장악하기 위한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 기본적인 수준의 콘텐츠 제공과 음악, 쇼핑 정도에 한정되어 있는 알렉사와 달리 구글

은 자사 검색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가능성이 높다. 

- 개인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구글로서는 출시가 된다면 어느 정도

의 시장 반응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스크린이 따로 없는 스마트 스피커의 사용자 경험은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와는 다르기 때문에 구글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인지는 다소 의심스럽다. 

- 네스트랩스를 중심으로 하는 자회사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한, 구글이 

스마트홈 시장을 단기간에 장악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