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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스마트홈산업
발전전략1)

요

약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주요한 특징은 디지털화와 비대면 수요의 확산이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사용하는 각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
제 집은 업무, 교육, 운동, 엔터테인먼트 등 거의 모든 일상의 주요 공간이 되었고, 이는 스마트홈의 빠른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스마트홈 시장은 2017년 이후 연평균 25.4%의 고성장세를 보였고 2020년 시
장규모는 774억 달러에 도달했다. 이후 2025년까지도 연평균 17.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
다. 이러한 수요증가는 주요 스마트홈 제품을 생산하는 가전 제조업뿐 아니라 가구, 통신, 건설, 인터넷
플랫폼, 콘텐츠 등 여러 산업에서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18년 3월 IoT가전 혁
신전략을 마련하였고, 2020년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홈 신제품 개발과 신서비스 확산 등
을 담은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장의 빠른 변화와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하
며, 스마트홈 확산이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스마
트홈산업의 발전전략은 R&D, 시장, 플랫폼, 사회적 수용성 등 4개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특화서비스 실증 R&D를 확대한다. 둘째, 보급·인증의 체계화를 통해 시장 확대를 촉
진한다. 셋째, 국내 스마트홈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해외 플랫폼 활용을 지원하는 투-트랙 지원
을 추진한다. 넷째,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1)

1) 본고는 산업연구원 연구진이 외부 참여자로서 작성한 고려대학교의 보고서 「Post-코로나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의 주요 내용을
정리·보완한 것으로, 원고의 내용은 산업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필자의 개인 견해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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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코로나19와 스마트홈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

가 시장의 성장을 주도한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

안 생활시간의 증가는 집을 주요 공간으로 하는

홈 시장의 성장은 기존 주력산업인 가전산업의

디지털 수요의 증가로 연결되었다. 2020년에는

새로운 기회이며 가구, 통신, 건설 등 유관산업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의 수요가 큰 폭

에도 그러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2)

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스마트가전 보급 확대에

가전 판매액(내수)은 전년비 18.5% 증가하였다.

따른 스마트홈 서비스 이용자 수도 늘어나는 추

수출도 상반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비 플러

3)

세이다.

스(+) 전환에 성공하여 코로나19 확산이 산업에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긍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가전 시장은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스마트홈의 확산은 기존의 산업구조와 경쟁우

비 16.5% 증가한 285억 달러에 달했다. 스마트

위 요소 변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한

홈의 체감 유익이 구축 비용 대비 낮고 집안에 필

새로운 발전전략을 요구한다. 스마트홈은 사물인

수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식되지 못함에도 불

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

구하고,4) 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소비트렌드 변화

며 제품보다는 플랫폼과 서비스, 콘텐츠에 부가가
치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과 차별화된다.

2)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가전시장은 온라인 채널 판매
액이 전년비 25% 증가하여 성장을 주도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가전
시장”(GfK, 2021) 참조.
3)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 국내 사용자수는
2021년 1월 기준 531만명을 기록하였다. 2위 LGU플러스(46만명), 3위
LG전자(43만 6,000명), 4위 SK텔레콤(31만 6,000명). “삼성 ‘스마트홈
플랫폼’ 독주... 2위 경쟁 뜨겁다”(전자신문, 2021.4.4) 참조.
4) AI 스피커, 스마트 TV, 스마트 에어컨, 스마트 공기청정기 등 일부 제품의
수요가 대부분이며, 이들 제품의 경우에도 본질적인 기능은 큰 차이가 없
고 부가서비스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수준이다.

그러나 스마트홈 관련 기존 정책은 최근의 시장 변
화와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사회적 수용성 이슈
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에 따라, 본고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변화에 대
응해 스마트홈산업의 국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
장확대를 촉진하는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가전산업의 내수와 수출 추이

내수
(십억원)
수출
(백만 달러)

2017

2018

2019

22,419

25,118

24,905

(11.2%)

(12.0%)

8,830
(-22.2%)

2020
상반기

하반기

29,515

13,867

15,648

(-0.9%)

(18.5%)

(9.5%)

(27.8%)

7,216

6,957

6,989

2,962

4,027

(-18.3%)

(-3.6%)

(0.5%)

(-16.2%)

(17.7%)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참조하여 산업연구원(KIET) 작성.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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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홈산업의 특징과 국내외 동향
(1) 산업의 생태계 구조

로 연결된다.
현재 스마트홈산업은 스마트가전을 중심으로

스마트홈산업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한 제품시장이 주요하나, 제품의 보급률이 높아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ICT를 적용한

면서 점차 서비스와 콘텐츠의 부가가치가 증가할

가전과 각종 전자제품, 이를 활용해 다양한 스마

것이다. 특히, 플랫폼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산업의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여

범위는 제어·연결, 스마트가전, 보안, 홈엔터테인

시장에서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이에

먼트, 조명, 에너지관리 등 가정에서 사용되는 다

따라, 가전 제조사뿐 아니라 통신사, 건설사, 인

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포괄한다.

터넷 플랫폼사 등 다양한 기업이 스마트홈 시장의

<그림 1>은 산업의 주요 구성요소와 생태계 구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대기업

조를 나타낸 것이다. 공급부문은 스마트홈 제품

은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자체 플랫폼 개발에 나

(디바이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조업자와 서비

서고, 중소중견기업은 플랫폼을 활용한 신제품을

스공급자로 구성된다. 수요부문은 제어 디바이스

빠르게 출시하는 모습이다.

와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다양한

스마트홈 시장의 성장은 관련 산업의 비즈니스

스마트홈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생태

모델과 경쟁구조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주

계를 보여준다. 공급과 수요부문은 제품의 유통,

목된다. 스마트홈산업의 범위는 각종 가정용 제품

판매, 설치,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소매 영역으

과 서비스를 아우르며, 이는 다양한 산업 간 협력

<그림 1> 스마트홈산업의 구성요소와 생태계 구조

자료 : Statista(2020.8), Smart Home Report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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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필수적이며 고가 제품의 비중이 높은 스마트가전

스마트홈 플랫폼과 제품 간 연결에 기초한 스마

과 제어·연결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0년

트 서비스의 확산이 진행된 이후에는 개별 제품의

금액 기준으로 스마트가전은 전체 시장의 36.8%,

경쟁력보다는 플랫폼 중심의 통합·융합적 경쟁력

제어·연결 분야는 19.4% 비중을 보였다. 국가별

이 강조될 것이다. 즉, 제품판매에 주력했던 기존

로는 미국, 유럽, 중국의 시장규모가 각각 30.1%,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고 플랫폼과 서비

25.9%, 18.1% 비중을 차지한다. 선진국 시장이

스·콘텐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과의

구조의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규모 차이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 시장은 작은 규

(2) 시장동향과 전망

모이나 향후 기반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높은 성장
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국내시장은 2020년 38억

2020년 세계 스마트홈 시장은 코로나19로 인

달러로 세계 시장의 4.9% 비중을 나타냈다.5)

한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비 16.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집

(3) 정책동향

안·비대면·온라인 소비지출 확산으로 이러한 고
성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장

국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3월 15일

조사기관 Statista는 스마트홈 시장이 2017~20

‘IoT가전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홈산업

년 기간 연평균 25.4% 성장하였고, 2020~25년

에 대한 정책지원에 착수하였다. 동 전략은 스마

기간에도 연평균 17.9%의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

트홈 서비스 시장의 조기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으로 전망하였다.
세부분야별 시장을 살펴보면, 스마트홈 구현에

5) 스마트홈 세부분야 및 국가별 시장 전망은 Statista 참조.

<그림 2> 스마트홈 세부분야별 시장 전망
800

(억 달러)
676

700
600
500

450
361

400
300
200
100
0

61

96

141

에너지관리

66

102

154

편의/조명

92

128 156

자료 : Statista(2020.11).

KIET 산업경제

150

홈엔터테인먼트
2020

34

273

236
119

제어/연결
2022

2025

285

182

보안

스마트가전

산 업 경 제 분 석

스마트홈 10만호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

스 및 로열티 없는 통합 연결 프로토콜을 만드는

였다. 구체적인 정책지원 방안은 대규모 공동주택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실증 프로젝트의 단계적 고도화, 스마트홈 발전협

유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효율 향상 등 지속가

의체 운영을 통한 협업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

능성 관점의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스마트홈

업 역량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시장확대 기반 강

시장의 확대와 관련 정책지원을 추진 중이다. 유

화, 수출 지원 등이다.

럽가전제조협회(APPLia)는 가전산업의 핵심요소

2020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관련

중 하나로 ‘Living the connected home’을 제시

정책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홈 신제

하고 스마트홈의 성장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품 개발과 신서비스 확산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한 바 있다.6) 영국은 ‘Energy System Catapult’

되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은 가전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홈과 에너지시스템 분야

기반 신서비스 창출과 AI홈서비스 보급, 스마트

의 리빙랩(living lab)을 진행 중이다.7)

홈 에너지 관련 시장 확대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중국은 2016년 <스마트홈 종합표준화시스템

를 포함한다.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건설 지침>을 통해 2020년까지 스마트홈 표준시

(2020.8)은 제조기반 신서비스 창출 유망분야 중

스템의 근간을 마련하기로 하였다.8) 이후 빅데이

하나로 스마트홈을 포함하고 AI를 접목한 고부가

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확대보급을 통한 스

가치 지능형 가전 신제품 개발, 스마트홈 신서비

마트홈 관련 제품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스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2020년 10월에는 주요

공업신식화부는 2017년 12월 <신규인공지능산

산업의 디지털 전환 연대를 결성하였는데, 6대 분

업발전3개년계획>에서 소비 업그레이드를 위한

야 중 하나인 가전·전자제품 분야에서는 홈 가전

스마트홈 제품개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무원

간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 2018년 10월 <소비체계 완화 및 주민 소비잠

선진국에서는 스마트홈 또는 가전산업에 대한

재력 개발제안>에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의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정부가

기술을 스마트홈 제품에 적용하고 스마트홈 시범

기반 ICT 기술의 R&D와 실증을 지원하는 가운

응용 프로그램의 추진을 계획하였다. 2019년 1월

데 민간주도의 산업화 움직임이 활발한 모습이

에는 국가발전위원회가 <소비증가 최적화 및 국

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스마트홈 시장으로

내시장 형성 방안>을 통해 스마트홈과 녹색가전

주요 플랫폼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스마트홈 사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이 빠르게 확장되는 중이다. 대표적인 플랫폼 기
업이면서 스마트홈 사업을 주도하는 아마존, 구
글, 애플은 지그비 얼라이언스(Zigbee Alliance)
와 함께 2019년 말 ‘Connected Home Over IP
Project’ 워킹그룹을 출범하였다. 이들은 오픈소

6) APPLia 홈페이지(http://applia-europe.eu) 참조.
7) Energy System Catapult 홈페이지(https://es.catapult.org.uk) 참조.
현재 진행 중인 두 번째 리빙랩(2.0)은 100개 가구로 구성된 기존 리빙랩
을 확장하고 가정 내 에너지사용의 효율적 관리, 관련 제품과 서비스 시험,
상호운용성 표준과 소비자 보호 조치 마련 등을 목표로 한다.
8) “中 ‘스마트홈’ 시장 규모 35조원 돌파”(CSF, 2021.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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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스마트홈 기업의 사업추진 전략
(1) 국내기업 : 업종 간 협력과 경쟁 활발

제품 출시를 확대하고 스마트홈 B2B 사업을 추
진하였다. 2020년 9월에는 「국제가전박람회 IFA

스마트홈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외 주요 기업
은 스마트홈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국내

2020」에서 각종 스마트홈 기술과 제품이 집적된
모델하우스 ‘LG 씽큐 홈’을 소개하였다.9)

에서는 가전, 가구, 통신, 건설, 인터넷 사업자 등

중견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렌탈방식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스마트홈을 신사업으로 추

의 판매 모델을 통해 고객만족도와 부가가치를 높

진 중이다. 먼저 가전 제조업을 살펴보면, 인공지

이고 있다. 렌탈 모델은 소비자의 지출 여력을 높

능과 사물인터넷 중심의 첨단 ICT를 적용한 스마

이는 방식으로 국내 스마트가전 보급에 긍정적 영

트가전 신제품 출시를 강화하고 타 기업 또는 업

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주요 중견

종과 협력하여 스마트홈 플랫폼 확장을 진행하는

기업의 최근 실적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

중이다.

다.10) 중소기업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소비자 수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주주총회에서 5G 기
반의 기기 간 연결 확대와 빅데이터·AI 접목을 통
한 빠른 IoT화, 건설사 및 가전 유통·설치업체와
협력한 빌트인 가전·홈IoT 사업의 확대를 발표하
였다. 주요 가전의 스마트제품 출시뿐 아니라 제
조, 통신, 플랫폼 영역을 모두 결합한 스마트홈 종
합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전략의 성공적 추진에 힘입어 2020년 각종 AI 신

요에 부합하는 스마트 소형 가전제품을 활발하게
출시하고 있다.
주요한 특징은 다양한 업종이 스마트홈 시장에
9) LG 씽큐홈의 주요 구성은 스마트도어(안면인식, 자외선 살균), 현관(의류
관리기, 공기청정기), 곳곳의 스마트 거울(플랫폼 허브), 벽 속의 TV, 욕실
바디 드라이어, 주방 전용 환기시스템, 싱크대 빌트인 음식물처리기·식기
세척기, 투명 OLED 패널 인테리어 등이다.
10) 2
 020년 영업이익(전년비 성장률) : 코웨이 4,556억원(15.4%), 쿠쿠홈
시스 1,156억원(68.0%), SK매직 866억원(29.5%), 청호나이스 426
억원(22.8%).

<표 2> 중소기업의 스마트 디바이스 주요 제품
기업명

제품명

제품 개요

KY 금영

쥬크5 (JUKE5)

프리미엄 가정용 반주기

비컨

비컨 (Becon)

탈모/두피 진단기

시큐라인

에너로이드 2

배터리 자동충전기

아이와나테크

맘 공기청정기

자동차 에어컨 필터 호환 소형 공기청정기

에쓰밴드

아이비스킷 (ibiscuit)

아이 이탈 알림 스마트 IoT 디바이스

에이치씨랩

백키퍼 (BackKeeper)

헬스케어 IoT 스마트 방석

초이스테크놀로지

써모세이퍼 XST400

스마트 모니터링 체온계

파이네트웍스

파이골프

실내 골프 시뮬레이터

자료 : KITAS 홈페이지(http://www.kitas.kr) 참조하여 산업연구원(KIE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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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산업 분야별 스마트홈 추진 동향
주요 동향

건설

· 주요 기업은 경쟁사와 차별화를 위해 수년 전부터 통신·가전·인터넷서비스사 등과 협력하여 자사 브랜드에 스
마트홈을 구축하기 시작, 최근에는 자체 스마트홈 플랫폼 개발을 추진 중
· 주요 기업(플랫폼명) : 현대건설(하이오티), 삼성물산(래미안 AIoT 플랫폼), 포스코건설(아이큐텍), GS건설(자이
AI 플랫폼), 대우건설(스마트홈 푸르지오 플랫폼), 롯데건설(캐슬 스마트홈)

이동통신

· 기존 가정용 통신·인터넷 서비스에 스마트 기기와 서비스를 결합한 스마트홈 솔루션 공급으로 새로운 수익 창출
· LG유플러스의 스마트홈 서비스는 여러 제조사의 스마트가전 및 기기를 결합한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며, 약정에
따른 월 이용료를 부과

홈네트워크

· 코맥스, 코콤 등 주요 기업은 댁내 스마트 월패드 기반의 음성인식, 가전제품 연동, 보안·감시 서비스 등을 포함
하는 스마트홈 솔루션 제공

· 네이버, 카카오는 스마트스피커 시장에 진출하여 AI 기술을 기반으로 가전, 통신, 건설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사의 서비스 채널을 확대
인터넷서비스
· IoT 전문기업 그립은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형 IoT 허브를 2018년 출시하였고, 중소 가전제조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A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자료 : 각종 보도자료 참조하여 산업연구원(KIET) 작성

참여하면서 업종 간 협력과 경쟁이 활발하다는 점

(2) 해외기업 : 플랫폼 중심의 영향력 확대

이다. 건설, 이동통신, 홈네트워크, 인터넷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스마트홈 사업을 추진

해외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주요 가전사와 플랫

하면서 업종 간 협력을 통한 제품개발이 활발하

폼 사업자가 스마트홈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

며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

고 있다. 성숙한 시장을 보유한 유럽에서도 다양

다. 제조기업은 서비스와 콘텐츠를 강화하고, 서

한 혁신기업이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비스기업은 전용 제품의 출시로 제조 영역을 강

며, 특히 조명과 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은

화하는 등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여 시장에 진출

편이다.

하는 모습이다.

먼저 미국의 아마존, 구글, 애플은 각 사가 보유

주요 협력 사례로 스마트홈 관련 인공지능 기술

한 인공지능 플랫폼(각각 Alexa, Assistant, Siri)

력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협의체가 구성

기술을 토대로 세계 스마트스피커 시장을 선점하

되었다. 2020년 2월 SKT, 카카오, 삼성전자의 AI

였다. 제조업 시장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미미한 편

협의체가 출범하였고 2020년 6월에는 KT, LG전

이나 인수합병(아마존과 Nest, 구글과 Ring)과 협

자, LG유플러스가 ‘AI원팀’을 구성하였다. 이 밖

업을 통해 스마트홈 사업을 강화하고 서비스 영역

에도 업종 간 협력은 기존 사업의 다각화와 신사

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또한, 가전 제조사를 포함

업 추진을 촉진하고 있으며, 신서비스와 신제품이

한 스마트홈 기업에 인공지능 플랫폼을 공급하면

빠른 속도로 출시되고 있다.11)

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추세이다.

11) 최근 몇몇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신서비스) 한컴위드-LG유플러스-LG전
자 : 고령층 보호센터에 스마트홈 솔루션 도입, (신제품) 한샘-삼성전자 :

IoT 적용한 스마트가구 및 맞춤형 솔루션 개발, (신기술) SK매직-에이아
이플러스 : 가정용 스마트 식물재배 기술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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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의 전통적 가전 대기업인 월풀(Whirl-

유럽은 세계 스마트홈 시장에서 영향력이 다소

pool)도 브랜드 마케팅의 초점을 ‘건강한 삶과 스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성숙한 유럽 시장을 토대

마트홈’에 맞추고 관련제품 출시를 강화하는 중이

로 다양한 세부분야의 혁신기업이 제품과 서비스

다. 로봇청소기 세계 1위인 아이로봇(iRobot)은

를 출시하고 있다. 특히 조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기반의 각종 스마트 기능을 탑재하여

네덜란드의 필립스(Philips)가 높은 글로벌 점유

스마트홈에 맞춘 제품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율을 보유하고, 전통적인 가전 제조사 BSH, 밀

중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가전 제조사 하이얼

레(Miele)도 스마트가전을 활발하게 출시 중이다.

(Haier)은 2023년 자사의 스마트홈 플랫폼 등록

에너지관리 분야에서는 하이브(Hive)의 온도조절

자 1,000만 가구를 목표로 하는 ‘Haier Smart-

시스템, 와티(Watty)의 전기에너지 솔루션이 대

hom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주요 IT기업인 알

표적이다.12)

리바바(Alibaba), 바이두(Baidu), 샤오미(Xiaomi) 등은 중국 내 스마트스피커 시장을 선점하고
사물인터넷 생태계 조성에 힘쓰면서 스마트홈 시
장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12) 유
 럽의 주요 스마트홈 기업 : (조명) 프랑스 Somfy, 독일 Osram, 네덜
란드 Philips Hue, (에너지관리) 영국 Hive, 스웨덴 Watty, (스마트가
전) 독일 BSH, Miele, (보안) 스웨덴 ASSA ABLOY, 오스트리아 NUKI,
(홈엔터테인먼트) 덴마크 Bang & Olufsen, (연결·제어) 독일 eQ-3 등.

4. 스마트홈산업의 발전전략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디지털 가속화는 스마트

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홈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

<표 4>는 국내 스마트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미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스마트홈 시장에서 경쟁

위한 전략을 요약한 것이다. R&D 관점에서는 특

하는 중이다. 국내는 2018년 3월 ‘IoT 가전산업

화서비스 또는 신서비스 창출을 위한 실증 R&D

발전전략’을 통해 종합적 정책지원에 착수한 바

확대, 시장 관점에서는 소비자 유익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빠른 변화와 플랫폼의 영향

신뢰성을 높이는 보급·인증 사업의 추진이 요구

력 확대에 대한 대응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

된다. 플랫폼이 주도하는 미래 시장에 대비한 투-

된다. 특히,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지배적

트랙 역량 확보가 요구되며, 이는 국내 플랫폼을

플랫폼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위협이 커지고 있으

육성하는 동시에 해외 플랫폼의 효과적 활용을 지

나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 또한, 개인정보보

원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홈의

호, 보안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스마트홈 시장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요청

의 안정적 성장에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정책대안

된다. 스마트홈의 확산은 개인정보 유출, 해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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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스마트홈산업의 발전전략 요약
현황 및 한계점

발전전략 추진 방향

R&D

· 에너지 분야, 공동주택 중심 실증 추진 중
· 규모가 작은 편, 사업화 연계 전략 부족

시장

·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갖춘 스마트홈 보급
· 고효율가전 보급 외에 보급지원 사업 미비
지원 사업 추진
· 스마트홈에 특화된 품질 인증체계 미비
· 품질인증 체계 마련 및 강화로 스마트홈 도입의 신뢰성
개선

플랫폼

· 스마트홈 발전 협의체, 전자 IoT 협업센터 · (국내 플랫폼 육성) 국내 유망 플랫폼의 성장을 유도하고
운영
해외 현지화 개발 지원
· 플랫폼 역량 확보를 위한 체계적 지원 미비 · (해외 플랫폼 활용) 중소기업의 해외 플랫폼 접근역량 강화

사회적 수용성
· 정책적 검토 미비
(소비자 신뢰)

· 특화서비스 실증 R&D의 투자 규모 확대
· 데이터 기반의 융복합적 R&D 추진

· 스마트홈 확산이 유발하는 사회문제(개인정보 유출, 사생
활 침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개선 체계 마련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작성.

로 인한 안전 위협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또는 서비스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에게 매

대한 대응은 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필수적이다.

력적인 ‘킬러 서비스’가 부재하다. 다시 말해, 소
비자가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편리하

(1)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특화서비스
실증 R&D 확대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에
너지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실증 R&D, 소규
모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 R&D가 진행 중이나 실

스마트홈의 사업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확보하

증사업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투자 규모가 작다는

기 위한 실증 R&D 투자의 확대로 특화서비스 창

한계를 보인다.15) 또한 R&D의 사업성과 시장성

출에 더욱 힘써야 한다. 실증 R&D는 첨단 ICT 기

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부가가치

술을 활용한 제품개발뿐 아니라 신서비스 모델의

를 창출하는 전략적 R&D가 필요하다. 스마트홈

설계와 사업성 검증까지를 모두 포함한다.13) 국내

세부분야 또는 타 산업의 데이터와 결합한 융·복

기술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다양한 제품과

합 R&D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호환성과 품질을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나,14) 개별 제품

높여 나가야 한다. 미래 스마트홈은 가정 내외부
의 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

13) 실증 R&D는 개발 기술 또는 제품을 실제 수요처(예를 들어, 공동주택)
에 적용하여 사업성과 시장성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수행하는 연구과제
를 의미한다. 스마트홈 분야에서는 전력 수요반응 비즈니스 모델 실증 연
구가 진행된 바 있고, 신규 스마트홈 제품과 서비스 실증을 통해 사업 레
퍼런스를 제공하는 실증 R&D의 필요성이 높은 편이다.
14) 대표 가전기업의 IoT 가전 상용화에 따라 국내 사물인터넷 기술수준은 최
근 크게 향상되었다. 미국(100), 유럽(94.8), 한국(92.3), 중국(88.7), 일
본(86.1) 순이다. 「2019 ICT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보고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1) 참조.

가치를 창출하므로, 데이터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5) N
 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검색결과에 따르면, 2017~2020년
기간 ‘스마트홈’ 관련 R&D의 연간 투자 규모는 95억~113억원 규모이
다. 2020년 진행 중인 주요 R&D 과제는 ESS기반 공동주택 클린에너지
실증, 중동 스마트시티 건설 대응 홈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기축 공동주
택 스마트홈 서비스 및 기술개발 등이다.

2 0 2 1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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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계적 보급·인증 사업으로 시장 확대

산업의 해외 종속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된다. 현재 국내는 가전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갖춘 스마

유지하고 있으나, 제품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

트홈 보급확산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스마트홈은

요소로 플랫폼이 부상한다면16)국내기업의 해외경

비교적 높은 초기비용을 요구하는 반면, 소비자

쟁력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17)

신뢰가 부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유익이 낮아 보

대응방안으로 플랫폼의 육성과 활용을 모두 고

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가 검

려한 투-트랙(Two-track) 지원을 제안한다. 첫째

증된 스마트홈 솔루션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

는, 국내 유망 플랫폼의 성장과 해외 현지화 개발

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홈 환경에

지원이다. 유망 플랫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서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검증(요금 절감 등)된

국내 상호운용성 표준 확립, 데이터관리 및 활용

솔루션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등 사업주

기준 강화, 전력 수요반응 시장에 스마트홈 플랫

체의 실적에 따라 효율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보

폼 사업자의 진입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는

조금)를 지원할 수 있다. 전기에너지 분야는 공기

플랫폼 시장의 진입조건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강

업인 한전과 연계하여 스마트홈 도입 세대에 인센

화함으로써 국내 플랫폼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양

티브를 제공(전기료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적 성장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에는 국내 플랫폼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홈의 품질 및 기능 관련

활용을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하여 유망 플랫폼의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스마트홈 도입의 신뢰성을

성장을 유도한다. 국내 플랫폼의 해외 현지화 개

높여야 한다. 스마트홈의 유익은 다양한 스마트홈

발은 플랫폼의 수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다.

제품과 서비스의 연계에서 발생하는데, 현재는 이

국내 플랫폼이 해외(특히 신흥국)에서 통용될 수

러한 연계 서비스의 부족으로 스마트홈의 도입 효

있도록 해외의 스마트홈 관련 규제(건축, 환경, 에

과(전기료 절감, 보안 강화, 안전 강화, 편리 향상,

너지, 개인정보 보호 등)를 반영한 국내 플랫폼의

부가서비스 확장 등)가 낮다. 필수적인 성능과 조

해외 현지화 개발을 지원한다.

건(에너지 효율, 사생활 보호, 데이터관리, 안전,

둘째는, 국내기업이 해외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상호운용성 등)에 대한 인증 또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중

마련하여 전반적인 품질 제고와 함께 소비자 만족

소기업의 해외 플랫폼 접근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

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있다. 스마트홈 환경에서 플랫폼은 중소기업이

(3) 투-트랙 지원으로 플랫폼 역량 확보16)
미국과 중국의 IT 대기업은 스마트홈 플랫폼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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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플
 랫폼은 소비자가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며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개발도구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을 포함한다.
17) 주
 요 플랫폼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시장지배력은 취약한 수준이다. 스
마트폰 앱스토어(애플, 구글), 클라우드(MS, 구글, 아마존), 상거래(아
마존), OTT(넷플릭스), SNS(페이스북), 영상콘텐츠(유튜브), PC게임(스
팀) 등 주로 미국 기업이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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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화를 달성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수단이며,

드’와 같은 보안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최

해외 플랫폼은 국내기업의 수출 통로이기도 하다.

소한의 보안을 지키기 위한 가이드 수준에 머물

이를 위해 스마트홈 기반 기술에 대한 교육·훈련

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통한 제도화 과정

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해외 파

이 필요하다.

트너십과 공동 R&D, 해외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정책추진의 대표적 예는 최근 정부(총리실)가
여러 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규제혁
신 로드맵’이다.20) 규제혁신 로드맵은 새로운 제

(4)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품과 서비스 시장의 확대에 대비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

스마트홈은 가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기반으

트홈의 확산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사회적 문

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나, 악용될 경우 개인정보

제를 유발할 수 있고, 해킹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유출과 사생활 침해,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혁신의 필

유럽에서는 스마트홈 정책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요성과 시급성이 높다.21) 로드맵을 통해 스마트홈

사생활과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한다.18) 또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시나리오에

한 가정에서 발생한 데이터의 소유권 이슈, 인공

대비한 규제를 마련하고, 신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지능 활용에 따른 자율성 침해, 개인정보를 이용

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 차별적 마케팅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19) 국
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가전 IoT 보안가이
18) Sovacool and Furszyfer Del Rio(2020), “Smart home technologies in Europ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benefits, risks and
policies” 참조.
19) Hill+Knowlton Strategies(2020.8.5.), “Here are five reasons consumers won’t buy your smart home device” 참조.

20) 자
 율주행차(2018), 드론(2019), 수소·전기차(2020), 가상·증강현실
(2020), 로봇(2020) 등의 산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로드맵이 추진 중
이다.
21) 미
 국에서는 최근 사물인터넷 장비를 해킹한 스와팅(swatting)이 발생하
여 우려를 낳고 있다. 해커는 해킹한 장비를 이용한 허위신고로 경찰이
피해자 건물을 급습하도록 하였다. 스마트홈 환경은 이러한 범죄에 더욱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FBI, ‘사물인터넷 장비 동원한 스와팅,
도 넘었다’ 경고”(보안뉴스, 202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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