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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이스 컴퓨팅과 AI 스피커 

II. 아마존 에코 생태계와 경쟁제품들 

III. AI 스피커 시장 전망 및 시사점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2018년이 되면 각종 기기와의 상호작용의 30%가 음성 대화 기반의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보이스 컴퓨팅(Voice 

Computing)’이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기기가 ‘AI 스피커’다. AI 스피커는 기

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음성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스마트 기기와 다른 독특한 의미를 갖는 기

기다. 시장조사기관 CIRP의 2017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9월 30일 미국 시장 기준으

로 아마존 에코는 2천만대가 팔렸고 구글 홈은 7백만대가 팔려 각각 73%와 27%의 시장 점유

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아마존 에코가 성공하고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 업체들이 속

속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AI 스피커 시장의 선두주자인 아마존의 알렉사 생태계와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

펴본다. 이를 이해함으로써 구글, 애플, KT,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등이 출시했거나 앞으로 출

시할 AI 스피커 관련 전략과 향후 행보를 보다 잘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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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이스 컴퓨팅과 AI 스피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2018년이 되면 각종 기기와의 상호작용의 30%가 음성 기반의 

‘대화(conversations)’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1 이러한 음성 대화 기반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미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TV 등의 대표적인 스마트 

기기들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해당 기기들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기

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보이스 컴퓨팅(Voice Computing)’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스마트홈 허브, 음성 인식 및 TTS(Text-To-Speech), 자연어 이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보이스 컴퓨팅 플랫폼과 분야별 기업들2 

 

보이스 컴퓨팅이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기기는 스마트폰이다. 또

한 이와 더불어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새로운 스마트 기기가 ‘AI 스피커’다. AI 스피커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음성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스마트 기기와 다른 독특한 의미

                                           

1 https://www.gartner.com/doc/3021226/market-trends-voice-ui-consumer 

2 https://www.voicebot.ai/2017/01/18/voicebot-interviews-david-beisel-nextview-v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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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 기기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이동통신업체, 인터넷기업 등에서 각종 AI 스피

커들이 출시됨에 따라 AI 스피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고로, 국

내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비서를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AI 스피커’라는 용어가 주

로 사용되지만, 해외에서는 ‘스마트 스피커’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CIRP의 2017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9월 30일 미국 시장 기준

으로 아마존 에코는 2천만대가 팔렸고 구글 홈은 7백만대가 팔려 각각 73%와 2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3 이처럼 아마존 에코가 성공하고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으면

서 여러 업체들이 속속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AI 스피커 시장의 선두주자인 아마존의 알렉사 생태계와 지금까지의 성

과를 살펴본다. 이를 이해함으로써 구글, 애플, KT,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등이 출시

했거나 앞으로 출시할 AI 스피커 관련 전략과 향후 행보를 보다 잘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II. 아마존 에코 생태계와 경쟁제품들 

 

인공지능 플랫폼의 관점에서 IBM이 왓슨(Watson)을 업계에서 가장 먼저 ‘기반형 플랫

폼’4화를 한 후 의료, 금융 등 주로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면, 아

마존은 알렉사(Alexa)를 기반형 플랫폼으로 개방하면서 소비자 시장에서 강자로 급부상

했다. 

 

지난 3월 디지에코에 공개한 보고서5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마존은 일종의 알렉사 앱이

라 할 수 있는 알렉사 스킬(Alexa Skills)을 2017년 2월 1만 여개 확보한 후, 7월에는 1

만 5천 여개, 9월에는 2만 여개를 돌파했다(미국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알렉스 스킬 

기준). 이러한 알렉사 스킬 생태계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알렉사와 경쟁자들의 

                                           

3 'Home Automation Device Market Grows Briskly, to 27 Million', CIRP, 2017.11.06 

4 류한석, ‘플랫폼, 시장의 지배자’, 코리아닷컴, 2016 

5 류한석, ‘인공지능 플랫폼으로서의 아마존 알렉사’ , 디지에코, 2017.03, http://bit.ly/2zvDJE7  

http://bit.ly/2zvDJE7


 Issue&Trend 

 

 

                                                                                                      4         

 

플랫폼간 격차를 구분 짓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림] 아마존 알렉사 스킬 개수의 증가 추세6 

 

인터넷에는 알렉사 스킬을 활용한 많은 사례들이 공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해를 돕

기 위해 그 중 하나를 살펴보겠다. IT 서비스 기업 모비쿼티(Mobiquity)는 알렉사를 기

반으로 음성을 통해 드론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500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구축해 선보

였다. 해당 시스템에는 아마존의 에코닷(Echo Dot) 스피커, 라즈베리파이 2 모델B 키트, 

프랑스 드론 전문업체 패롯(Parrot)의 비밥(Bebop) 드론이 사용됐다. 

 

 

[그림] 알렉사와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해 드론을 음성으로 제어하는 시스템 구조7 

                                           

6 https://www.voicebot.ai/2017/09/03/now-20000-amazon-alexa-skills-u-s/ 

7 https://developer.amazon.com/blogs/alexa/post/Tx3OXHF7V6N293L/how-to-build-a-portable-voice-controlled-

drone-for-under-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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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자라면 누구든지 상대적으로 손쉽게 아마존이 제

공하는 알렉사 관련 API와 아마존의 클라우드(AWS)를 이용해 알렉사 기반의 음성 인터

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물론 현재는 사용자가 음성으로 지시를 하고 음성으로 피드

백을 받는 정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보다 고차원의 인공지능 처리가 

통합된 알렉스 스킬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이스 컴퓨팅 전문 미디어인 보이스봇(Voicebot)이 2017년 9월 기준 사용자들부터 가

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은 알렉사 스킬 톱100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스마트홈 카테고

리에 속한 스킬이 28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게임/트리비아/액세서

리, 뮤직/오디오, 뉴스, 푸드/드링크 순이었다. 사용자들이 높은 평가 점수를 부여한 스

킬이 많은 카테고리란, 그만큼 유용한 스킬이 많은 카테고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림] 사용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알렉사 스킬 카테고리(2017년 9월 기준)8 

 

아마존은 1세대 에코 스피커를 2014년 11월 출시한 후 저가형 스피커 에코닷(Echo 

Dot), 배터리를 탑재해 이동성을 갖춘 아마존탭(Amazon Tab)을 차례로 출시했다. 2017

                                           

8 https://www.voicebot.ai/2017/09/14/games-music-receive-top-amazon-alexa-skill-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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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월에는 카메라를 탑재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스타일리스트(패션에 대한 조언) 서비

스를 제공하는 에코룩(Echo Look)을 출시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스크린을 탑재하고 

미디어 재생 및 영상통화 기능을 제공하는 에코쇼(Echo Show), 9월에는 원형의 스크린

을 탑재한 에코스팟(Echo Spot), 스마트홈 허브 기능을 탑재한 에코플러스(Echo Plus)를 

공개하고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림] 아마존 에코 기기들9 

 

이러한 에코 기기들은 모두 알렉사를 탑재해 알렉사라는 공통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각의 기기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그런데 일반 주택의 모든 공간, 즉 거실과 각

각의 방 모두에서 알렉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여러 개의 에코 기기를 구매해 이용

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 개의 에코 기기가 설치돼 있을 경우에는 

ESP(Echo Spatial Perception) 기술을 이용해 가장 가까운 기기만 사용자의 명령에 응답

한다.10 

 

아마존은 자사의 기기뿐만 아니라 외부업체들의 기기에서도 알렉사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2017년 11월 13일 기준, 아마존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한 ‘알렉사 사

용가능 기기(Amazon Alexa-Enabled Devices)’의 수는 93개다.11 기기 유형은 블루투스 

스피커, 스마트시계, 스마트폰, 스마트홈 기기 등이며 앞으로 다양한 가전, 자동차, 로봇, 

드론, 각종 사물인터넷 기기 등 여러 분야로 지원 기기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AI 스피커 시장의 선두주자인 아마존은 (1) 보이스 플랫폼에서 인공지능 플랫

폼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알렉사, (2) 알렉사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라 할 수 있는 

                                           

9 https://www.amazon.com/Echo-Connect-requires-device-service/dp/B074TTVQYP 

10 https://www.amazon.com/gp/help/customer/display.html?nodeId=202013740 

11 https://www.amazon.com/b?node=1544314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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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사 스킬, (3) 아마존 브랜드의 에코 기기들, (4) 협력업체들이 만든 다양한 종류의 

알렉사 사용가능 기기들로 구성된 알렉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경쟁업체들 또한 이러한 아마존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구글 홈은 2016년 5

월 처음으로 공개된 후 2016년 11월 미국 시장에서 출시됐으며 2017년 이후 점차 출

시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구글 홈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AI 플랫폼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가 탑재되어 있다. 구글도 알렉사 스킬과 

유사한 개념의 서비스를 ‘구글 액션(Actions on Google)’이라는 명칭으로 제공하고 있

다.12 

 

보이스봇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으로 724개의 구글 액션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렉사 스킬이 2만개가 넘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격차가 크지만, 이

는 지난 8월에 비해 27%가 늘어난 것이다. 

 

 

[그림] 구글 액션의 카테고리별 개수(2017년 10월 기준)13 

 

구글은 구글 액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구글 액션 개발자 경진대회를 개

최하고 2017년 8월까지 응모를 받았으며 연내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1등을 수

상한 개발자는 1만 달러의 상금과 함께 구글 본사에 초대받아 구글 어시스턴트 팀과 

미팅을 하고 구글I/O 2018에도 초대를 받게 된다. 

                                           

12 https://developers.google.com/actions/ 

13 https://www.voicebot.ai/2017/10/05/google-assistant-voice-app-to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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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홈팟(HomePod)은 2017년 12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아마존 에코에 비해서

는 3년 이상, 구글 홈에 비해서는 1년 이상 뒤처진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애플 기기 

및 콘텐츠 생태계에 충성스런 고객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늦은 출시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성공하느냐가 문제이지 실패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홈팟에

는 당연하게도 시리가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업체보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먼저 AI 스피커 제품을 출시했다. KT는 

2017년 1월 인공지능 TV라는 컨셉을 내세운 기가지니를 출시한 후 지난 10월 가입자 

30만명을 돌파했다. 경쟁 이통사들도 제품을 출시했거나 연말까지 출시할 것이라고 밝

힌 상태다. 

 

네이버는 2017년 3월 라인과 공동 개발한 AI 플랫폼 클로바(Clova)를 공개한 후 3분기

에 클로바를 탑재한 AI 스피커 웨이브와 프렌즈를 차례로 출시했다. 카카오는 지난 9월 

AI 플랫폼 카카오아이(Kakao I)의 생태계 구조도를 공개하고, 11월 AI 스피커 카카오미

니를 정식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빅스비 기반의 AI 스피커를 하만과 함께 개발해 내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III.  AI 스피커 시장 전망 및 시사점 

 

글로벌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아마존이 선두주자로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구글, 애플이 후발주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장점과 나름의 

생태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어느 한 업체의 압도적

인 시장 장악보다는 점유율을 나눠 가지면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가별 시장 

전망에는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1) 언어 지원 여부, (2) AI 스피커 및 지원 기기들의 출

시 여부와 다양성 수준, (3) 킬러 서비스의 제공 여부(예를 들면, 아마존의 경우 해당 국

가에서 쇼핑몰 사업과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가의 여부) 등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언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아마존 알렉사는 영어,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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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일본어를 지원하는 반면에 구글 어시스턴트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스페

인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을 비롯해 한국어도 지난 9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을 장악한 카카오가 AI 스피커 비즈니스를 해 

나가기 유리한 입장이다. 모바일 메신저의 챗봇(Chatbot)과 AI 스피커의 음성 인터페이

스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공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

내 시장에서는 카카오에 비해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네이버(라인)는 일본 시장에서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일본 시장에

서는 AI 스피커 비즈니스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KT를 비롯한 이통사들도 스마트폰 가입자와 IPTV 가입자, 나름의 콘텐츠 서비스를 소

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일정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도 갤럭시폰 고객과 가전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정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정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 정도로는 커다란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

문에, 앞으로 1위 사업자 자리를 차지하고 나아가서는 승자독식 상태를 만들기 위해 치

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AI 스피커라는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의 등장과 관련 시장의 성장에 담겨 

있는 함의를 3가지로 정리해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인공지능과 음성 대화를 나누며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는 새로운 사용자 인터

페이스의 시대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걸 의미한다. 물론 터치스크린이나 마

우스로 앱을 실행시키고 원하는 메뉴를 찾아 이용하는 방식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앞으

로는 점차 이를 번거롭게 느끼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시대에 뒤처진 구식으로 인식되

기 시작할 것이다. 

 

둘째, AI 스피커 경쟁은 사실상 인공지능 플랫폼 경쟁을 의미한다. AI 스피커라는 하드

웨어 자체는 업체마다 차별화할 요소가 그리 많지 적다. 스피커 음질, 마이크 성능, 디

자인, 가격 등 차별화할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그러므로 실제 경쟁력의 격차는 하드웨어보다는 (1) 인공지능 기술력, (2) 다양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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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콘텐츠를 연계하는 생태계 조성 역량, (3) 충성스런 고객층을 구축하는 역량에 달

려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앞으로 인공지능 플랫폼은 스마트폰과 AI 스피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등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다. 결국 AI 스피커 시장에서 1

위 사업자가 된다는 건 미래 시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치지하는 것이며, 이러한 

성공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지금 이기는 것이 몹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나중에 

이기려면 지금보다 수십, 수백배의 노력이 필요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셋째, 새로운 가정용 기기로 AI 스피커가 보급되고 대중화된다는 것은 AI 스피커에 적

합한 킬러앱(Killer App)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 새로운 기기가 부상하면 

그에 최적화된 새로운 킬러앱도 따라서 부상한다. 

 

물론 AI 스피커는 그 특성상 기기 자체보다는 인공지능 플랫폼이 본질인데다 워낙 중

요해서 퍼스트파티(First-party, 여기서는 인공지능 플랫폼 사업자)가 가장 큰 수익을 올

리겠지만, 써드파티(Third-party, 알렉사를 예로 들면 스킬 개발업체)에서도 성공적인 기

업이 나올 것이다. 퍼스트파티가 모든 걸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스마트폰 이후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시장을 차지하기 위

한, 나아가서는 향후 수십년 어쩌면 수백 년의 먹거리를 좌우할 인공지능 시장을 장악

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