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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o IDC는 보안, 에코시스템 기반 서비스 및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의 이용은 2017년
중국의 스마트홈 제품의 개발에서 주요 5가지 트렌드 중 3개가 될 것으로 예측함
- 나머지 2가지 트렌드는 에너지 효율 및 엔터테인먼트로써, 기기에 추가되어야 하는 스마트홈
제품의 개발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주요내용 】
o 2016년 스마트홈 기기/시스템 및 2017년 초 떠오르는 몇 가지 새로운 제품 기술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IDC는 스마트홈 기술 응용과 시나리오 기반의 서비스*간 넓은 격차가 있는 것을 발견함
* 스마트홈의 기능을 개선하는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트렌드에 초점을 맞춰야하는 스마트홈 제품 R&D 등

o 중국에서는 보안과 자동화는 스마트홈 제품의 개발을 오래전부터 유도해왔고, IDC에서는 미래에
스마트홈 제품 및 서비스의 진화로 5가지의 트렌드를 보고 있음
- 스마트홈의 주요 응용인 보안시스템 : 스마트홈에서의 신뢰성있는 홈 보안의 핵심은 정확한
인지, 실시간 인지, 다양한 보조기능 제공으로, 현재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은 신원 인지,
경로 인지, 환경적 판단 및 보정 인지를 이용하고 있음(예시 : Scout Home Security System)
-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데 필수적인 효율 개선 : 에너지 소모 감소와 전력 요금의 결과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매하는 많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이유로써,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노력으로 기본적
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제품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있음
(예시 : Ecobee3uses)
- 이용자의 습관과 선호에 맞춘 개인화된 서비스 : 스마트홈 제품은 이미 인공지능 셀프 러닝
기술을 이용하기 시작하여 이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있음(예시 : BeOn)
- 넓은 범위의 스마트홈 제품의 수요를 유도하는 엔터테인먼트 : 보안 및 에너지 효율을 위해
미래 스마트홈 제품은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성할 것이고, 하나의 기기로 이용자가 다수의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기기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어하게 될 것임(예시 : Echo, Echo Dot)
- 스마트홈 제품 및 서비스 연결에 필수적인 개방형 에코시스템 : 스마트홈 에코시스템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편리하고 간단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각기 다른 스마트홈
제품간 호환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연결을 위한 근본이고, 개방형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스마트홈 에코시스템을 확장하는 주요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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