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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IM으로 확대되는 대화형 커머스 

자율주행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인터넷 업체들 

가상현실이나 쇼핑 서비스에도 활용이 가능할 3D 피트니스 트랙커 ‘Naked’ 

가상현실 콘텐츠 확대에 나서는 Facebook과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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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나 전용 앱 형태로 출시가 확대되던 대화형 커머스 서비스가 모바일 IM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OS

가 없는 대형 모바일 IM 업체들은 써드파티 앱을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챗봇 형태로 대화형 커머스 

도입을 확대 

Trend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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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IM으로 확대되는 대화형 커머스 

Cloe는 2015년 1월 출시되었으며, 연락처에 Cloe측 

전화번호를 등록한 후 SMS를 통해 주위 음식점이

나 쇼핑 매장 관련 정보 요청이 가능 

Cloe 

초기 대화형 커머스 서비스 

• 초기 대화형 커머스 서비스는 업체 전용 번호를 등록한 후 SMS를 통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 관련 정보 제공 및 구매를 해주는 형태와 전용 앱을 통해 음식 배달이나 쇼핑 대행과 같은 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체 위주였음. 대표적인 서비스로는SMS 기반 대화형 커머스인 Cloe와 Magic, 모바일 

IM 기반 Operator, Luke 등  

Magic 

2015년 2월 출시된 서비스로, SMS를 통해 원하는 음

식 주문이 가능. 이용자가 피자와 다이어트 콜라 배달을 

원한다고 하면 Magic 측 지원이 DoorDash, Instacart, 

Postmates 등을 통해 주문 실행 여부를 확인한 후 금액

과 시간을 전달 후 결제(Stripe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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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a 

2015년 2월 출시된 인공지능 기반 음식점 추천 앱으로, 

2016년 4월 442만 달러의 시리즈 A 투자와 함께 음식

점 외 날씨, 뉴스, 이미지, 게임 정보 요청이 가능한 기

능을 추가 

Operator 

모바일 IM 기반 온디맨드 쇼핑 서비스로, 2015년 4월 

출시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요청하면 Operator에 

소속된 전문가가 관련 제품을 골라서 추천해 주고, 이용

자가 맘에 들면 구매를 진행하는 형태 

모바일 IM 챗봇 도입 현황 

• 이용자 확보와 써드파티 앱 확보에 한계가 있는 SMS 또는 독립 앱 형태의 대화형 커머스와는 달리 대

형 모바일 IM 업체들은 이미 확보된 이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모바일 IM에 써드파티 앱을 통합하려는 

수단으로 챗봇 도입을 확대 

WeChat ‘Official Account’ 

중국 Tencent의 WeChat은 챗봇 형태는 아니지만, 

2014년부터 Official Account API 제공을 통해 업체

나 개인이 공식 계정을 만든 후 이용자들이 문자로 각종 

서비스나 제품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사람 또는 챗봇이 이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형태로, 향

후 챗봇이 모든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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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독일 모바일 IM 업체인 Telegram은 2015년 6월 

Telegram Bot API를 공개해 개발자들이 챗봇을 개발

하도록 지원했으며, 2016년 1월 이용자들이 특정 챗봇

을 추가하지 않아도 대화창에서 이용이 가능한 Inline 

Bots을 추가 
 

2016년 4월 Bot API 2.0을 출시하면서 챗봇을 개발하

는 개발자들에게 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 

Slack 

기업용 메신저 앱인 Slack은 2015년 9월 Slack Bot 

API를 출시 
 

개발자들이 Slack 이용 그룹 내 팀원들이 외부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챗봇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Line 

네이버 라인은 2016년 4월 7일 일본에서 Bot 계정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BOT API Trial Account’를 

제공 

Kik 

Kik은 2016년 4월 5일 Bot Shop을 출시하고 개발자

들이 챗봇을 개발할 수 있는 Bot API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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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Messenger 

Facebook은 2016년 4월 12일 개최한 F8 2016 개발

자회의에서 Facebook Messenger용 챗봇을 개발할 

수 있는 챗봇 API인 Messenger Send / Receive API

와 챗봇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Bot Engine도 함께 

공개 

• 스마트폰 시대에 모바일 IM이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으며 모바일 IM에 각종 써드 파티 앱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챗봇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는데, 성공을 할 경우 Google Now나 Apple Siri 보다 이용자들의 이용 빈도가 훨씬 높은 핵심 서비

스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단, 챗봇의 경우 인공지능과 사람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챗봇 단독으로 이용자들의 다

양한 요청을 처리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용 확대가 빠르게 이뤄질 지는 다소 의문임. 향후 

챗봇이 이용자들의 요청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

라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높은 정확도와 빠른 응답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음성인식 기

술 기반의 Google Now나 Siri가 텍스트 기반 서비스로 전환된 것에 그칠 수도 있을 것 

Future Evolution? 

Cloe, Magic, Operator, Luka, TechCrunch, Telegram, Telegram2, Slack, Kik, ASCII, Facebook S o u r c e  

http://sixense.com/
http://www.meetcloe.co/index.html
https://getmagicnow.com/
https://operator.com/
https://luka.ai/
http://techcrunch.com/2016/04/08/luka-with-4-42-million-in-series-a-releases-ai-powered-chat-bots/
https://core.telegram.org/bots/api
https://telegram.org/blog/inline-bots
https://api.slack.com/bot-users
https://blog.kik.com/2016/04/05/introducing-the-bot-shop/
http://ascii.jp/elem/000/001/147/1147459/
http://newsroom.fb.com/news/2016/04/f8-2016-da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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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인터넷 업체들 

• 2016년 4월 20일,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LeEco는 기자 회견을 통해 자체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 컨

셉인 ‘LeSEE’를 공개 

 

• LeEco는 2004년 설립된 업체로 중국 최대 동영상 서비스인 Youku Tudou(2012년 합병)를 운영해 

오다가 2015년 11월 중국 최대 e커머스 업체인 Alibaba에 매각한 후 기존 콘텐츠 사업과 함께 저가 

스마트폰 및 TV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율주행차 컨셉을 공개한 것 

 

• LeSEE는 미래형 자율주행차 컨셉으로 차량 상단에 외부 환경 인식용 센서가 장착되어 있으며, 사이드 

미러의 경우 카메라로 제작하고 차량 문 손잡이가 없고 헤드라이트도 앞 범퍼 테두리 전체에 적용을 하

는 등 기존 차량 디자인과는 차별화시킨 것이 특징 

 

• 기자 회견장에서 LeEco의 Jia Yueting CEO는 스마트폰으로 음성 명령을 통해 LeSEE에 시동을 걸고 

자율주행을 하는 모습을 시연하기도 했음 

LeEco의 독자 자율주행차 컨셉 ‘LeSEE’ 

중국 주요 인터넷 업체들의 자율주행차 개발 현황 및 전망 

What to Watch 

Issue Analysis 

LeEco의 독자 자율주행차 컨셉 ‘LeSEE’ 

최근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LeEco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 컨셉인 LeSEE를 공개했는데, 

LeEco 외에 중국 최대 e커머스 업체인 Alibaba,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Tencent, 중국 최대 검색 엔진

인 Baidu 등 중국의 주요 인터넷 업체들의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이 일

반 차량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그리고 자동차가 소유에서 이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국 업

체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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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co의 자율주행차 컨셉 ‘LeSEE’ 

출처: LeEco, 2016.04 

• 한편, LeEco의 경우 2015년 10월 Aston Martin과 BAIC Motor(베이징자동차)와 차세대 전기차 생

산을 위한 파트너쉽을 체결했으며, 2016년 1월 CES 2016에서 전기 슈퍼카를 공개한 Faraday 

Future에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LeEco가 중국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Yidao Yongche에 7

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차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자율주행

차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자율주행차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Alibaba, 

Tencent, Baidu 등과 함께 중국 주요 인터넷 업체들의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중국 주요 인터넷 업체들의 자율주행차 개발 현황 및 전망 

 

- Alibaba 

 

• 중국 최대 e커머스 업체인 Alibaba는 2015년 3월 상하이자동차(SAIC Motor)에 1억 6,000만 달러

를 투자하고 자체 개발한 YunOS를 탑재한 커넥트드 카 개발을 발표했으며, 2016년 4월 25일 개최

되는 베이징 모토쇼 2016에서 상하이자동차와 함께 개발한 SUV인 RX5를 공개하고 2016년 8월부

터 판매할 예정 

RX5 이미지 

출처: LeEco,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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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times.com/business/autos/la-fi-hy-faraday-auto-factory-plan-20151105-story.html
http://www.latimes.com/business/autos/la-fi-hy-faraday-auto-factory-plan-20151105-story.html
http://www.latimes.com/business/autos/la-fi-hy-faraday-auto-factory-plan-20151105-story.html
http://www.latimes.com/business/autos/la-fi-hy-faraday-auto-factory-plan-20151105-story.html
http://www.latimes.com/business/autos/la-fi-hy-faraday-auto-factory-plan-20151105-story.html
http://techcrunch.com/2015/10/20/yidao-yongche-a-lesser-rival-to-uber-in-china-raises-700m-at-a-1b-valuation/
http://techcrunch.com/2015/10/20/yidao-yongche-a-lesser-rival-to-uber-in-china-raises-700m-at-a-1b-valuation/
http://techcrunch.com/2015/10/20/yidao-yongche-a-lesser-rival-to-uber-in-china-raises-700m-at-a-1b-valuation/
http://techcrunch.com/2015/10/20/yidao-yongche-a-lesser-rival-to-uber-in-china-raises-700m-at-a-1b-valuation/
http://techcrunch.com/2015/10/20/yidao-yongche-a-lesser-rival-to-uber-in-china-raises-700m-at-a-1b-valuation/
http://techcrunch.com/2015/10/20/yidao-yongche-a-lesser-rival-to-uber-in-china-raises-700m-at-a-1b-valuation/
http://techcrunch.com/2015/10/20/yidao-yongche-a-lesser-rival-to-uber-in-china-raises-700m-at-a-1b-valuation/
http://techcrunch.com/2015/10/20/yidao-yongche-a-lesser-rival-to-uber-in-china-raises-700m-at-a-1b-valuation/
http://techcrunch.com/2015/10/20/yidao-yongche-a-lesser-rival-to-uber-in-china-raises-700m-at-a-1b-valuation/
http://techcrunch.com/2015/10/20/yidao-yongche-a-lesser-rival-to-uber-in-china-raises-700m-at-a-1b-valuation/
http://techcrunch.com/2015/10/20/yidao-yongche-a-lesser-rival-to-uber-in-china-raises-700m-at-a-1b-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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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idu 

 

• Baidu는 2014년 9월 BMW와 협력해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2015년 11월 

BMW3 시리즈를 개조한 자율주행차로 Baidu 본사에서 30km 떨어진 지역까지 운전자의 도움없이 자

율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 

 

 

 

 

 

 

 

 

 

 

 

 

• 2016년 1월 중국 최대 전기차 개발 업체인 BYD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고 

알려졌으며, 2016년 3월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후 2016년 4월 22

일(미국시각), 미국 실리콘 밸리에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연구소인 ADU US(Autonomous Driving 

Unit US)를 설립 

 

• ADU US는 로보틱스와 컴퓨터 비전에서부터 온보드 컴퓨터와 센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 분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머신 러닝 연구원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며, 특히 자동차 산

업에 종사했던 인력도 찾고 있다고 Baidu 측은 설명. 이미 Tesla의 Autopilot 팀에 근무했던 Liang 

Heng이 ADU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음 

 

Baidu 자율주행차 테스트 이미지 

출처: Baidu, 2015.12 

- Tencent 

 

• Tencent는 2015년 3월 대만 Foxconn과 중국 전기차 개발 업체인 Harmony Auto와 자율주행차 개

발을 위한 협력을 체결했으며, 3개 업체가 투자한 Future Mobility Corp을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4월 20일 BMW에서 i3와 i8 전기차 개발팀의 핵심 인력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음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1-24/baidu-enters-the-global-race-to-dominate-era-of-driverless-cars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1-24/baidu-enters-the-global-race-to-dominate-era-of-driverless-cars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1-24/baidu-enters-the-global-race-to-dominate-era-of-driverless-cars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1-24/baidu-enters-the-global-race-to-dominate-era-of-driverless-cars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1-24/baidu-enters-the-global-race-to-dominate-era-of-driverless-cars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1-24/baidu-enters-the-global-race-to-dominate-era-of-driverless-cars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1-24/baidu-enters-the-global-race-to-dominate-era-of-driverless-cars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1-24/baidu-enters-the-global-race-to-dominate-era-of-driverless-cars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1-24/baidu-enters-the-global-race-to-dominate-era-of-driverless-cars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1-24/baidu-enters-the-global-race-to-dominate-era-of-driverless-cars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1-24/baidu-enters-the-global-race-to-dominate-era-of-driverless-cars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1-24/baidu-enters-the-global-race-to-dominate-era-of-driverless-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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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Alibaba, Tencent, Baidu, LeEco 등 4개 기업 모두 차량 호출 서비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궁

극적으로는 자율주행차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위해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업체들이 현재 자율주행차 개발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Google의 자율주행차와 유사한 성능을 갖

춘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으나, 자동차 산업이 일반 차량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자

동차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이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국 업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으며, 향

후 글로벌 자동차 및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LeEco, LeEco2, Bloomberg, Baidu, Bloomberg2, Baidu2, Yahoo News, Hybridcars, WSJ 

중국 주요 인터넷 업체 자율주행차 개발 협력 업체 및 차량 호출 서비스 투자 업체 

출처: TrendSpectrum 정리, 2016.04 

Alibaba 

Tencent 

Baidu 

LeEco 

Didi Kuaidi 

Uber 

YY 

KD 

DD 

Aliabab는 2015년 2월 Didi Kuaidi
가 전략적 합병을 실시하기 전에 
Kuaidi Dache에 투자 

상하이 
자동차 
(SAIC) 

Future  
Mobility  

Corp 

Tencent는 2015년 2월 Didi 
Kuaidi가 전략적 합병을 실시하기 
전에 Didi Dache에 투자 

Didi Kuaidi는 2015년 2월 전략적 
합병을 통해 중국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의 지배력을 유지 
 

2015년 12월 Lyft(미국), Ola(인도), 
Grab Taxi(동남아시아)와 함께 글
로벌 차량 호출 서비스 연합을 형
성해 반Uber 진영을 구축 

Aston 
Martin, 
BAIC,  

Faraday  
Future 

LeEco는 2015년 10월 Yidao 
Yongche에 7억 달러를 투자 

BYD, 
ADU 

Baidu는 2015년 9월 Uber에 
대한 12억 달러 투자를 주도 

Uber의 경우 글로벌 차원의 차량 
호출 서비스로 중국의 Didi Kuaidi
가 주도하고 있는 반Uber 진영과 
중국, 미국,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
에서 경쟁 

S o u r c e  

http://sixense.com/
https://www.facebook.com/LeEcoHK/videos/1755042004778309/
https://www.facebook.com/LeEcoGlobal/?brand_redir=1697470460483273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3-12/alibaba-partners-saic-on-160-million-connected-car-fund
http://www.marketwired.com/press-release/-2080898.htm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1-24/baidu-enters-the-global-race-to-dominate-era-of-driverless-cars
http://www.marketwired.com/press-release/baidu-announces-new-self-driving-car-team-silicon-valley-plans-grow-100-2016-nasdaq-bidu-2117538.htm
http://finance.yahoo.com/news/tencent-foxconn-china-harmony-unite-193307416.html
http://www.hybridcars.com/chinese-startup-electric-vehicle-maker-recruits-bmw-i8-executives/
http://www.wsj.com/articles/bmw-loses-core-development-team-of-its-i3-and-i8-electric-vehicle-line-146108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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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이나 쇼핑 서비스에도 활용이 가능할 3D 피트니스 
트랙커 ‘Naked’ 

• 2016년 4월 15일(미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 시티에 위치한 Naked Labs가 사용자의 몸

무게 측정과 전체 신체를 3D로 스캔해 운동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거울인 Naked를 공개 

 

• Naked는 사용자 신체를 스캔하는 스마트 거울과 360도 회전이 가능하면서 몸무게를 측정하는 체중

계로 구성 

 

미국 Naked Labs사가 사용자의 몸무게 측정과 전체 신체를 3D로 스캔해 운동 효과 등을 트랙킹할 수 

있는 스마트 거울인 ‘Naked’를 공개했는데, 피트니스 트랙킹을 위한 기능 추가와 함께 가상현실용 3D 

아바타 생성이나 가상 피팅룸 솔루션과 연동해 쇼핑 채널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피트니스 트랙킹용 스마트 거울 ‘Naked’ 

가상현실이나 가상 피팅룸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 가능 전망 

What to Watch 

Issue Analysis 

피트니스 트랙킹용 스마트 거울 ‘Naked’ 

Naked 

출처: Naked Labs, 2016.04 

https://youtu.be/xJMMdcLEg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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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거울에는 Intel RealSense의 적외선 3D 센서 4개와 빌트인 메모리와 함께 Intel 쿼드코어 프로

세서가 내장되어 있어 스캔한 데이터를 처리. WiFi와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하며, 스캔한 3D 신체 이미

지는 전용 앱에 저장이 되어 지방 감소율, 근육 증가량, 몸무게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Naked 가격은 999달러(예약 주문가는 499달러)로 2017년 3월 예약 주문자를 대상으로 배송 예정 

가상현실이나 가상 피팅룸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 가능 전망 

- 가상 코치 기능 추가도 가능할 것 

 

• 현재 Naked 단말은 일반 거울에 신체 스캔이 가능한 센서를 추가한 형태로 사용자의 신체만 3D로 스

캔이 가능한데, 일반 거울을 거울형 디스플레이로 전환을 하고 거울을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면 사용자가 특정 운동 시 자세를 잡아주거나 운동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 기능 제공이 가능할 것으

로 전망 

 

• 예를 들어, 헬스 운동용 스마트 거울인 Smartspot과 유사하게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신체 스캔 외에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스캔해 운동 자세를 고쳐주거나 운동량을 알려주는 기능 제공이 가능할 것 

출처: Smartspot, 2015.06 

Smartspot 주요 기능 

https://youtu.be/L_qaqoGXH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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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현실용 3D 아바타 생성에도 활용 가능 전망 

 

• Naked 단말의 경우 360도로 회전하는 체중계와 거울에 부착된 3D 센서를 활용해 사용자의 신체를 

3D로 스캔이 가능한데, Naked를 활용해 가상현실 단말용 3D 아바타 생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예를 들어, Naked의 3D 스캔 솔루션과 가상 세계 서비스를 연동한 후 사용자가 그 날 착용한 의상 그

대로 자신의 모습을 스캔한 후 가상 세계 서비스용 아바타로 활용이 가능하고 해당 아바타로 가상 쇼핑

몰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의상과 어울리는 제품 구매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출처: Retail Innovation, 2013 

가상현실 세계에서 3D 아바타를 통한 쇼핑 

- 가상 피팅룸 솔루션 적용을 통해 쇼핑 채널로 활용 가능 전망 

 

• Naked 단말의 거울을 거울형 디스플레이로 전환을 하면 피트니스 트랙킹용 가상 코치 기능 외에 가상 

피팅룸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 Naked에 가상 피팅룸 기능을 추가하고 온라인 쇼핑 서비스와 연계를 한다면, 사용자가 집에서 자신이 

원하는 의상을 입어보거나 신발을 신어보는 등 쇼팽 채널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 현재 미국 Memomi사와 Oak Labs 등이 가상 피팅룸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미러를 개발해 제공하

고 있는데, Naked도 가정용 가상 피팅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동향브리핑 

  
Trend Issue Tech Business Product Design 

14 

S o u r c e  Naked Labs, Smartspot, Retail Innovation, Memomi, Oak Labs 

출처: Memomi, Oak Labs, 2015 

Memomi(左)와 Oak Labs(右)의 스마트 미러 

• 물론, Naked 단말의 거울을 거울형 디스플레이로 전환을 하고 각종 센서를 추가하게 되면 현재 가격

(999달러) 보다는 높은 수준(Smartspot의 경우 2,500달러 수준)으로 높아지겠지만, 가상 코치 기능

이 있는 피트니스 트랙커, 3D 아바타 생성 기능, 가상 피팅룸 기능, 그리고 기타 정보 확인이 가능한 추

가 디스플레이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래 가정에는 Naked와 유사한 스마트 미러 보급이 확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http://sixense.com/
https://naked.fit/
https://www.smartspot.io/
http://retail-innovation.com/3d-clothing-visualisation-is-the-next-big-thing/
http://memorymirror.com/
http://www.oaklab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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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콘텐츠 확대에 나서는 Facebook과 Google 

• Facebook은 2016년 4월 12~13일 개최한 F8 2016 개발자 회의에서 자체 개발한 360도 카메라인 

Facebook Surround 360 카메라를 공개 

 

• Facebook Surround 360은 수평 기준으로 360도 동영상 촬영은 물론 단말 윗쪽과 아랫쪽 부분에도 

카메라를 탑재해 완전한 360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 Facebook은 해당 카메라를 직접 생

산해 판매하지는 않고 해당 카메라와 동일한 카메라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 

Facebook이 2016년 4월 12~13일 개최한 F8 2016 개발자 회의에서 자체 개발한 360도 카메라인 

Facebook Surround 360과 모바일 개인 방송 기능인 Facebook Live용 Live API를 공개하고, 

Google 산하 YouTube가 YouTube에 실시간 360도 동영상 스트리밍을 추가한다고 밝히는 등 가상

현실 단말용 콘텐츠 확대를 위한 Facebook과 Google의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 

Facebook, 360도 카메라와 Facebook Live API 공개 

YouTube, 실시간 360도 동영상 스트리밍 추가 발표 

What to Watch 

Issue Analysis 

Facebook, 360도 카메라와 Facebook Live API 공개 

VR 
+ 

Facebook Surround 360 

출처: Facebook,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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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업체라도 Surround 360과 동일한 카메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상현실 단말용 콘텐츠 

확대를 꾀하고 자사 플랫폼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판단됨 

 

• Facebook은 Surround 360 외에도 가상현실 단말용 콘텐츠 확대에 도움이 될 Live API도 공개. Live 

API는 액션캠이나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에 Facebook의 모바일 개인 방송 기능인 Facebook Live로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 Facebook은 Live API 출시 파트너로 방송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편집할 수 있는 카메라인 Movi를 소개 

 

 

 

 

 

 

 

 

 

 

 

 

 

• Facebook의 Live API 출시는 현재 시점에서는 Facebook Live 이용 확대를 위한 것이 주목적이겠지

만, 향후 실시간 동영상 통합 및 편집이 가능한 360도 카메라 출시가 확대된다면 Facebook Live를 통

해 실시간 360도 동영상 스트리밍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출처: Livestream, YouTube 동영상 캡쳐, 2016.01 

Movi 카메라 

YouTube, 실시간 360도 동영상 스트리밍 추가 발표 

• Facebook의 F8 2016 이후 YouTube는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YouTube에 실시간 360도 동영상 

스트리밍 기능과 함께 이용자들이 입체 음향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오디오(Spatial Audio)’ 기능을 추

가한다고 발표 

 

• YouTube의 Neal Mohan CPO(Chief Product Officer)는 최근 실시간 360도 동영상 스트리밍 기능

과 입체 음향 추가를 위해 실시간 4K 동영상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카메라인 Orah 4i를 공개한 

VideoStictch와 입체 음향 솔루션 업체인 Two Big Ears와 협력해 왔다고 밝혔음 

https://youtu.be/NRPKuPwcP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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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 u r c e  Facebook, Google, Livestream, VideoStitch 

• 아울러, 360도 카메라 업체들이 자사 카메라를 통해 YouTube로 실시간 360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API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Mohan CPO는 밝혔음. 현재 협력 업체로 VideoStitch와 함께 고가 360도 

방송 장비 업체인 NextVR과 중저가 360도 카메라 업체인 Ricoh Theta와 ALLie도 참여 

 

• 현재 NextVR과 같은 고가 방송 장비를 제외하고는 실시간 360도 동영상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360도 

카메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YouTube를 통한 실시간 360도 방송이 빠르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중저가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도 실시간 360도 방송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됨  

출처: VideoStitch, 2016.04 

Orah 4i 카메라 및 Stitching Box 

• 한편, Facebook의 360도 카메라 공개와 YouTube의 실시간 360도 동영상 스트리밍 기능 추가로 가

상현실 단말에서 이용 가능한 라이브 콘텐츠가 확대 되겠지만, 현재 실시간 360도 동영상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카메라의 경우 주로 카메라를 고정한 후 360도 동영상을 스트리밍하기 때문에 실시간 가상 

여행과 같은 서비스 제공은 힘들 것으로 전망되며, 게임과 동영상 콘텐츠에 이어 가상현실 단말의 킬러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은 실시간 가상여행 서비스를 위해 360도 카메라의 실시간 동영상 

통합 및 편집 기술과 떨림 방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할 것으로 판단됨 

http://sixense.com/
http://newsroom.fb.com/news/2016/04/f8-2016-day-1/
https://youtube.googleblog.com/2016/04/one-step-closer-to-reality-introducing.html
https://getmevo.com/
https://www.orah.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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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추가 스크린과 스마트폰 제어 기능까지 제공하는 스마트 케이
스 ‘FlexCase’ 

•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Upper Austria 연구팀이 터치, 압력, 구부림 센서가 내장된 e잉크 디스플레이

로 추가 스크린으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스마트폰 제어 기능까지 제공하는 FlexCase를 개발 

• 케이스 양면의 터치를 구분하며, 사용자가 누르는 압력이나 구부리는 정도에 따라 화면 확대 및 축소, 콘텐츠 

복사 및 붙여넣기 등이 가능. 향후 폴더블 스마트폰에 유사한 기능 적용이 가능할 전망 

반투명에 초박막형 플렉시블 태양광 패널 

• 폴란드 Saule Technologies사가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한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태양광 패널 프로토타

입을 개발 

• 기존 태양광 패널 대비 빛을 잘 흡수하면서 더 얇게 휘어질 수 있는 형태에 반투명으로 제작이 가능. 향후 스마

트폰에 통합하는 형태로 개발하고 기존 주택용 태양광 패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18 

https://youtu.be/B3gp9CMiVf4


  

  동향브리핑 

  
Trend Issue Tech Business Product Design 

사용자 피부를 터치 인터페이스로 전환해 주는 ‘SkinHaptics’ 

19 

• 영국 서식스대학교 Interact 연구소가 초음파를 활용해 사용자의 피부를 터치 인터페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기

술을 개발 

• 손등이나 손바닥에 위치한 초음파 송신기에서 손바닥 또는 손등으로 초음파를 보내면 사용자가 특정 부위에 촉

각을 느끼게 되고 촉각을 느낀 주위를 터치하면 위치에 따라 터치를 구분할 수 있는 형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초박형, 초플렉시블 디스플레이 

• 도쿄대 연구팀이 외부 공기 노출에도 찢어지지 않는 보호필름을 활용한 초박막형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개발 

• 보호필름은 무기질(Silicon Oxynitrite)과 유기질(Parylene) 재료를 혼합해 공기 중 산소와 수증기가 내부로 침

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초박막형 기판에 손실없이 투명 ITO를 증착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높은 유

연성을 보이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개발이 가능했다는 설명 

피부에 부착해 몸 상태, 심박수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e스킨으로 활용 가능 

https://youtu.be/DR4LBFKv5_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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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 ‘BikeScout’ 

20 

• 네덜란드 Heijmans사가 차량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로 접근하는 자전거 이용자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 

• 횡단보도와 일정거리 떨어진 지역에 자전거 이용자의 속도와 횡단보도와의 거리 감지가 가능한 센서를 설치하

고, 횡단보도상에 LED를 설치해 접근 여부를 알려주는 형태. 2016년 3월 독일 에이트호벤 도시 교차로에 시스

템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구축 비용은 43,000달러에 유지비는 연간 1,100달러 소요 

실시간 선반 재고 파악 및 3D 맵 생성이 가능한 로봇 ‘4D Space 
Genius’ 

• 캐나다 4D Retail Technology사가 유통 매장 선반에 진열된 제품과 가격표 바코드 스캔이 가능한 센서를 탑

재해 실시간 선반 재고와 유통 매장의 3D 맵 생성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 

• 매장 내 진열 상품의 재고를 1시간 정도면 파악이 가능하고, 생성한 3D 맵을 통합한 매장 앱을 통해 직원에게 

확인이 필요한 위치나 소비자들이 찾는 제품의 위치도 알려줌. VR 쇼핑몰 구축에도 활용이 가능할 수도 

https://youtu.be/NkrQuhi_adc
https://youtu.be/xZlKcy_eS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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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ify, 가상 마케팅 어시스턴트 솔루션 개발 업체 Kit CRM 인수 

일정 관리 전용 지능형 개인 비서 서비스 x.ai, 2,300만 달러 투자유치 

• Kit CRM은 2013년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업체로,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소셜 미디어에 광고나 

콘텐츠를 포스팅하는 업무를 메신저를 통해서 가능한 지능형 디지털 마케팅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제공 

• Shopify는 Kit CRM 인수를 통해 업체들에게 지능형 마케팅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쇼핑 업체들이 

고객들의 제품 문의나 제품 관련 정보 등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챗봇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 x.ai는 2014년 4월 뉴욕에 설립된 업체로, 일정 관리를 대신해 주는 개인 비서인 ‘Amy Ingram’을 개발에 제공

(베타 버전)하고 있음. 2016년 4월 Two Sigma Ventures 등으로부터 2,300만 달러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 

• 이용 방법은 자신의 캘린더 앱을 Amy Ingram과 연동을 한 후 메일을 보낼 때 Amy Ingram에 CC를 달아주면, 

자동으로 이용자의 일정을 확인해 일정을 관리. 다수 언어를 인식하고 SMS, Slack, SNS와 연동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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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드론을 감지하고 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솔루션 ‘SkySafe’ 

소액 투자 앱 Acorns, 3,000만 달러 투자 유치 

• 미국 SkySafe사가 비행장 주위나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을 하는 드론을 감지해 비행을 중단시키거나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개. 2016년 하반기에 허가를 받은 업체에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 

• SkySafe 솔루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소개된 동영상으로 볼 때 별도 장치를 활용해 드

론을 감지한 후 드론 조정자의 컨트롤러 신호를 차단시키면서 드론에 제어 신호를 보내는 형태인 것으로 추측 

• 2014년 8월 모바일 결제 후 남는 금액으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앱을 출시한 Acorns가 Paypal과 함께 

Rakuten Fintech Fund로부터 3,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 

• Acorns 앱은 모바일 결제 시 결제 금액이 5.75달러면 6달러를 결제해 남은 0.25달러를 Arcons 계정에 넣고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현재 85만 명이 이용 중이며 Paypal과 Rakuten 투자로 이용자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 

https://player.vimeo.com/video/1437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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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감지용 스마트 매트리스 ‘Smarttress’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 청취나 음성 통화가 가능한 스마트 거울 

• 스페인 Durmet이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 사용자가 외부에서도 자신의 침대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매트리스를 개발 

• 진동 및 접촉 지역을 감지할 수 있는 초음파 센서 24개를 내장해 침대 진동이나 진동 시간을 감지해 전용 앱으

로 알려주는 형태로, 불륜 방지 보다는 수면 시간이나 수면 상태 모니터링에 더 효과적일 듯 

• 미국 iHome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내장해 스마트폰과 연동 후 음악을 듣거나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어 전화 통

화도 가능한 스마트 거울을 출시 

• 거울로 사용 시 테두리 부분의 LED로 조명을 밝혀주며 거울에 비친 모습을 5~7배 확대해 확인할 수 있고, 스

마트폰 충전이 가능한 USB 포트도 지원. 가격은 99.99달러와 149.99달러  

iCVBT5S 

iCVBT7 

http://video.bedbathandbeyond.com/v/1301196310/ihome-portable-bluetooth-double-sided-9-inch-vanity-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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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기청정기 ‘Sprimo’ 

무게가 가벼운 것이 장점인 가상현실 단말 ‘Pico Neo’ 

• 미국 Sprimo사가 개인 맞춤형 공기 정화 기능을 제공하는 개인용 공기청정기를 개발 

• 일반 공기청정기를 통해 정화된 공기가 실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양이 1% 수준이라는 것에 착안해 개발했으

며, 개인용 선풍기처럼 사용자 주위에 놓고 사용하는 제품. 필터 교체 시 필터를 Sprimo측에 보내면 이를 분석

해 사용자 주위 공기에 많은 물질을 걸러주는 맞춤형 필터를 제공. 가격은 599달러 

• 중국 Pico VR사가 가상현실 단말과 유선으로 연결되는 단말 컨트롤러에 프로세서, 램, 저장 장치를 내장해 무

게가 320그램 수준인 가상현실 단말을 개발 

• 데스크탑 VR과 모바일 VR 단말의 중간 컨셉으로 향후 컨트롤러의 컴퓨팅 능력을 데스크탑 PC 수준으로 향상

시킬 수 있다면 데스크탑 VR 단말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 

VR 
+ 

개인모드 

터보 모드 

https://player.vimeo.com/video/16198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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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복용 여부를 트랙킹할 수 있는 단말 ‘PillDrill’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소변 테스트 킷 ‘Petnostics’ 

• PillDrill은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허브 단말, 복용약을 나눠 담을 수 있는 용기, 약통에 부착해 사용이 

가능한 NFC 태그, 약 복용 후 기분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큐브로 구성 

• 사용 방법은 약을 복용한 후 용기를 허브 단말에 스캔하면 약 복용 시간이 저장이 되면서 복용 사실을 지인에게 

알려주며, 큐브의 한 면을 선택해 자신의 현재 기분 상태를 알려줄 수도 있음. 가격은 199달러 

• 미국 Petnostics사가 뇨검사 검사지가 부착된 소변컵을 활용해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킷

을 출시 

• 뇨진단 검사지가 부착된 뚜껑을 덮어 놓으면 소변을 흡수해 색깔이 변하며, 전용 앱으로 뚜껑을 스캔하면 색깔 

변화에 따라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방식. 테스트 킷 가격은 9.99달러(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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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진료용 헤드셋 컨셉 ‘Portal’ by Jonathan Stewart 

손잡이만 끼우면 스마트 운동 기구로 변하는 ‘Move It’ 

• 영국 출신 산업 디자이너인 Jonathan Stewart가 사용자 몸 온도, 심박수, 혈압, 혈중 산소 포화도, 눈동자 검

사 등이 가능한 원격 진료용 헤드셋 컨셉을 공개 

• 헤드셋 가운데에 눈 검사를 위한 장치가 있으며, 헤드셋 오른쪽에 부착된 청진기로 심박수 확인이 가능하고, 마

이크를 통해 원격 진료 시 의사와 영상 통화도 가능 

• 홍콩 Eggplant Technologies가 복근, 줄넘기, 푸쉬업, 저항 밴드 등 4가지 운동 기구를 통합해 보관이 용이하

면서 활동량 트랙킹이 가능한 스마트 운동 기구를 개발 

• Move IT의 핵심은 디자인과 함께 활동량 트랙킹이 가능한 탈부착이 가능한 손잡이로, 자이로, 압력 센서 등 7

개 센서를 내장해 실시간 코치 기능, 칼로리 소모량, 운동 시간 트랙킹 등을 지원. 가격은 299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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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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메신저 온디맨드/배달/배송 친환경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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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추가 스크린과 스마트폰 제어 기능까지 제공하는 스마트 케이
스 ‘FlexCase’ 
 
http://mi-lab.org/ 
https://youtu.be/B3gp9CMiVf4 
 
반투명에 초박막형 플렉시블 태양광 패널 
 
http://www.businessinsider.com/saule-technologies-made-thin-solar-
cells-that-can-charge-phones-2016-4 
http://sauletech.com/news/one-step-closer.html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초박형, 초플렉시블 디스플레이 
 
http://phys.org/news/2016-04-ultrathin-material-e-skin.html 
http://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6-04/uot-uom041216.php 
 
사용자 피부를 터치 인터페이스로 전환해 주는 ‘SkinHaptics’ 
 
http://www.sussex.ac.uk/broadcast/read/35138 
http://phys.org/news/2016-04-smart-closer-reality.html 
 
교차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 ‘BikeScout’ 
 
http://heijmans.nl/en/bikescout/ 
 
실시간 선반 재고 파악 및 3D 맵 생성이 가능한 로봇 ‘4D Space 
Genius’ 
 
http://4dretailtech.com/space-genius/ 
 
 
 

Business 
 
 
Shopify, 가상 마케팅 어시스턴트 솔루션 개발 업체 Kit CRM 인수 
 
http://blog.kitcrm.com/post/142734901381/kit-is-joining-shopify 
 
일정 관리 전용 지능형 개인 비서 서비스 x.ai, 2,300만 달러 투자유치 
 
https://x.ai/ 
http://www.businessinsider.com/xai-raises-23-million-in-series-b-
2016-4 
 
비행 중인 드론을 감지하고 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솔루션 ‘SkySafe’ 
 
http://www.skysafe.io/ 
 
소액 투자 앱 Acorns, 3,000만 달러 투자 유치 
 
http://www.vcnewsdaily.com/acorns/venture-capital-
funding/qgndxmrjkh 
https://www.acorns.com/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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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불륜 감지용 스마트 매트리스 ‘Smarttress’ 
 
http://www.smarttress.com/en/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 청취나 음성 통화가 가능한 스마트 거울 
 
http://www.marketwired.com/press-release/ihome-beauty-reinvents-
classic-line-vanity-mirrors-with-music-call-capabilities-available-
2116218.htm 
 
개인용 공기청정기 ‘Sprimo’ 
 
https://www.crowdsupply.com/sprimo/personal-air-purifier 
 
무게가 가벼운 것이 장점인 가상현실 단말 ‘Pico Neo’ 
 
http://www.picovr.com/en/neo.html 
 
약 복용 여부를 트랙킹할 수 있는 단말 ‘PillDrill’ 
 
https://www.pilldrill.com/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소변 테스트 킷 ‘Petnostics’ 
 
http://www.petnostics.com/ 
https://www.producthunt.com/tech/petnostics 
 
 
 

Design 
 
 
원격 진료용 헤드셋 컨셉 ‘Portal’ by Jonathan Stewart 
 
http://www.gestaltdesign.co.uk/ 
 
손잡이만 끼우면 스마트 운동 기구로 변하는 ‘Move It’ 
 
https://www.indiegogo.com/projects/move-it-your-smart-mobile-
connected-personal-gy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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