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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보 기술 분야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주요 IT 트렌드들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METATREND 10 IT 

TREND를 선정했다.

2016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가상현실 헤드셋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오큘리스 리프트가 크라우

드 펀딩에 성공한 이후 3년 만에 정식 버전이 드디어 공개되며, 소니, HTC 모두 신제품이 발매될 예정이다. 그리고 마이크

로소프트의 홀로렌즈는 개발자 버전이 출시된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빅 데이터와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지능화된 생

활, 금융, 쇼핑 서비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끊김 없이 제공된다. 이때, 사물 인터넷의 보안 문제는 중요한 이슈

로 등장한다.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디바이스가 증가하고 생활의 모든 부분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와 결합되면서 더욱 철저한 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 개인과 환경으로부터 수집한 빅 데이터는 

기계 학습을 통해 더욱 자동화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된다. 주변 환경이 개인을 식별하여 지능적으로 

대응하므로 학습이나 설정이 필요 없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다른 산업 분야와 융합되어 건강, 생활 습관 정보를 활용하

는 전문적인 의료, 교육 서비스들이 나타난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공 지능을 탑재하기 시작하는 로봇과 자동차는 주변 

환경에 유기적으로 반응하며 인간과 감성적으로 교감한다.

2015년 12월 30일

메타트렌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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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MIXED REALITY
혼합현실
/

가상현실 헤드셋이 널리 보급되면서 증강현실을 넘어서 가상

현실을 포함한 혼합현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교육, 엔

터테인먼트, 자동차,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과 가상을 

결합하는 시도가 늘어난다. 현실에 디지털 정보를 덧붙이거

나 가상에 현실의 데이터를 삽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

해 사용자 경험을 증강시킨다. 현실 세계에서처럼 가상현실 

안에서 함께 놀고, 배우고, 일하는 경우가 증가한다.

홀로그래픽 컴퓨팅

가상현실용 실감형 인터페이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증강현실 HMD

·

·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초, 홀로그래픽 컴퓨팅을 위한 독립형 컴퓨터인 홀로렌즈를 공개

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HMD(Head-mounted Display)와 웨어러블 PC를 합친 것으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입체 홀로그래픽으로 다양한 증강현실 콘텐츠를 이용한다. 집, 학교, 사무실 등 일상 생활 

속에서 현실과 겹쳐진 증강된 정보를 제공받는다. 

·

·

가상현실은 인간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컴퓨터가 만들어낸 공간이기 때문에 물성이 없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상현실 안에서도 물리적인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가 이

어지고 있다. 가상현실 속의 개체들을 직접 만지면서 실제와 같은 기분을 느낀다.

가상현실을 위한 실감형 인터페이스로 인해 가상현실 속에서 게임, 창작 등의 작업을 할 

때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다.

·

·

산업 각 부문에서 HMD가 업무 용도로 사용된다. 이미 일본의 엡손은 현장 기술자를 위

한 음성으로 제어하는 증강현실 헤드셋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찍이 소니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HMD를 개발한 적도 있다.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HMD로 인해 학습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변화한다. 실시간

으로 정보를 주고 받고,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핸즈프리로 컴퓨터 기능

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아직은 불편한 입력 인터페이스를 해결한다면 산업용 

HMD의 시장성은 충분하다.

HoloLens, Microsoft

Gloveone, NeuroDigital Technologies

Moverio Pro BT-2000, Ep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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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ADVANCED
MACHINE LEARNING
기계 학습의 진화
/

빅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방법인 기계 학습이 진화하면서 기

존보다 진일보한 서비스가 등장한다.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하여 고객이 원하는 바를 알

아서 수행해준다. 컴퓨터가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

해 맞춤화된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다. 기계 학습으로 단순한 

기능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능적인 것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기계 학습

기계 학습으로 맞춤 차를 제공하는 기기

인공 지능을 적용한 광고 시스템

·

·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상된 인공 지능이 적용된 서비스를 경험

한다. 방대한 양의 센서 기록, 온라인 흔적 등이 기계 학습을 통한 더욱 진보한 서비스의 

재료가 된다.

구글 이메일 서비스에 이메일에 포함된 단어를 분석해서 회신 문장을 자동 생성해주는 

기능이 추가됐다. 사용자들이 이것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제시되는 예문이 더욱 정교

해진다고 한다.

·

·

인텔리전트 인퓨저, 전용 앱, 싱글 오리진 티팟으로 구성된 테포리아는 차 종류나 사용자

의 취향에 맞게 차를 우려낸다. 차 전문가와 차 재배업자, 과학자의 협업으로 다양한 차 

종류와 차를 우리는 방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차의 종류에 따라 정확

한 시간과 온도 그리고 물의 양을 측정한다. 앱으로 카페인, 항산화 레벨, 아로마향 등을 

커스터마이징할 수도 있다.

기계 학습하는 인공지능과 연결된 가전 제품이 개인화되고, 스마트한 경험을 선사한다.

·

·

사용자에게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는 광고를 넘어서 인공 지능을 통해 광고가 스스로 진화

한다. 즉, 광고의 영역에서 자동화된 창의성(Automated Creativity)이 발현된다.

영국의 광고 대행사, M&C 사치는 다윈의 진화론을 적용해 어떤 요소가 가장 광고 효과가 

좋은지 결정하는 알고리듬을 적용한 빌보드 광고를 실험 중이다. 긍정, 부정, 중립 등 세 

가지 반응에 따라 광고의 카피, 레이아웃, 폰트, 이미지 등의 요소가 자동으로 조정된다.

Inbox by Gmail, Google

Teforia, Teforia

Artificial Intelligence Ad, M&C Saat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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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요소를 연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

유롭게 넘나들며 끊김 없는 서비스를 경험한다. 소비자는 온

라인과 오프라인을 의식하지 않고 단지 자신에게 맞는 제품

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오프라인 공간에

서 인터넷과 연결된 디바이스를 통해 기존의 방식으로는 구

현하기 힘든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 클릭 쇼핑을 위한 스마트 트리거

오프라인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바이스

실물을 만지면서 배우는 프로그래밍 교육

·

·

바코드를 읽어들이거나 음성으로 제품을 주문하는 아마존 대쉬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는 

아마존은 와이파이 모듈을 탑재해 버튼을 눌러 제품을 주문하는 아마존 대쉬 버튼을 발

표했다.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소모품 브랜드를 단축 아이콘 형태로 만들어 

소비자와 브랜드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연결한다. 

더 나아가 아마존 대쉬 보충 서비스(Amazon Dash Replenishment Service)를 탑재한 

기기는 소모품의 재고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주문해주는 기능이 있다. 기기와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연동된다.

·

·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디바이스가 데이터를 수집해 오프라인과 연계된 맞춤화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을 디바이스가 대신함으로써 총괄적

으로 서비스를 관리한다.

오울은 레스토랑에서 고객을 관리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결제할 때 

사용한다. 고객의 방문 빈도, 식습관을 기록해 고객의 취향에 맞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

공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의 효율성을 측정해 서비스 수준을 관리한다.

·

·

로봇이나 블록 등 실물 도구를 컴퓨터 프로그램과 연결해 프로그래밍 과정을 학습하는 

상품이 많다. 물리적으로 조작하면서 프로그램의 개념을 쉽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에게 있어서 로봇은 교과서보다 훨씬 효과적인 학습 도

구이다. 공 형태의 로봇 장난감을 만든 스피로에서도 지난 여름, 교육 프로그램 패키지를 

출시한 바 있다. 로봇을 재미있게 가지고 놀면서 프로그램 코딩을 학습한다.

Amazon Dash Button, Amazon 

Owl, Omni Brain Lab

Sphero SPRK Edition, Sp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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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 보안
/

클라우드 컴퓨팅이 보편화되고, 사물 인터넷의 영역이 확대

되면서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물에 인터넷

을 통한 연결성이 부여됨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별로 정밀한 

보안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사물들

을 해킹해 절도하거나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의 보안에 대한 기대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물 인터넷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보안 문제가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개인 보안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사물의 모든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보안 관리

·

·

각종 개인정보 누출 사고로 인해 최근에는 개인 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나 자

신은 물론 가족, 반려동물, 소지품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해 일

상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보안을 철저하게 지켜준다. 

올비원은 개인들의 각종 보안 활동을 지원하는 장치이다. 누군가 무단으로 집에 침입하

거나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난 경우에도 알려 준다.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을 

추적해주기도 한다. 모든 종류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주기 위한 상품이다.

·

·

완벽한 사물 인터넷이 실현된다면 모든 사물이 스마트해져서 모니터링하기가 쉬워지겠

지만 아직까지는 집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노우션은 집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장치이다. 가속도, 습기, 소리, 

빛, 방향, 온도, 근접, 압력, 주파수를 센싱한 결과를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문자나 이메

일로 알려준다. 사람이 일일히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감지해 여러 방면에서 생활에 

도움을 준다.

·

·

다양한 사물들이 인터넷과 연결됨에 따라 PC와 모바일 기기의 네트워크 방어는 물론, 사

물 인터넷 제품들의 해킹 방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쿠조는 해킹 방어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해킹 방지 시스템이다. 그

런데 해킹 장치답지 않게 해킹 시도가 없을 때에는 눈을 감고 있다가 해킹 시도가 발견되

면 부릅 뜬 모습으로 변하는 디자인을 채택했다. 개인용 보안 장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면서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이 도입된다.

AllBe1, AllBe1

Notion, Loop Labs

Cujo, Cu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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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REAL-TIME
BIG DATA
실시간 빅 데이터
/

과거의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의 성과가 미미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오늘날과 같은 실시간 빅 데이터를 충분히 확

보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실시간으로 빅 데이터를 확보할 뿐

만 아니라 이를 바로 분석해 사용자에 맞는 즉각적인 서비스

를 제공한다. 실시간 빅 데이터는 신속한 의사 결정과 진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 서비스

맥락과 선호에 대한 개인 빅 데이터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지능형 서비스

·

·

각종 센서 기술을 집약해 특정 분야에 특화된 디바이스를 개발한다. 디바이스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바이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

용자를 위한 맞춤 제품을 제작하거나 추천한다.

실시간으로 피부 상태를 확인해 스킨 케어와 뷰티 팁을 제공하는 피부 관리 디바이스, 웨

이는 객관적인 측정 데이터를 지표로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강한 자극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

·

·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선호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개인 빅 데이터의 범위는 신체 정보와 온라인

과 오프라인의 활동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스마트 조리대인 카운터탑은 식재료의 종류와 무게를 인식해 사용자가 섭취한 영양소와 

칼로리를 파악한다. 또, 사용자의 선호를 학습해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화된 레시피를 추

천해준다. 피트니스 트래커와 연동해서 사용자의 운동, 활동량, 수면 패턴에 따라 적당한 

수분이나 식사를 권유한다.

·

·

볼보 트럭은 스스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차량 상태를 점검한다. 이 데이터를 서비스 센

터와 연동해 자동으로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운전자의 운행 습관이나 업무 일정

과 같은 정보에 기반해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물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사람, 사물, 주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이 빅 

데이터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능적으로 활용된다.

Way, Waywearable

Countertop, Orange Chef

Volvo Trucks, Volvo Tru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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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INTELLIGENT
AMBIENCE
지능화된 앰비언트 기술 
/

세계적인 정보 분석 기업인 가트너(Gartner)는 2016년 10

대 전략 기술 중 하나로, 앰비언트 사용자 경험을 선정했다.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현상이 확대되면

서 사물이 스마트해지고, 주변의 정보를 획득하기가 쉬워졌

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사용자에

게 맞춰진다. 사용자가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별도의 조작

이 없어도 사용자의 맥락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쇼핑 환경

맥락으로 사물을 관리하는 인공 지능

사용자의 요구를 알아차리는 인터페이스

·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고객의 요구와 관심사를 반영한다. 한 

사람의 고객에게 최적화된 쇼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객의 구매 행동을 유도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비컨(Beacon)이나 GPS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핀란드의 한 쇼핑몰

에서는 피지컬 쿠키라는 작은 체인을 활용했다. 고객에 따라 디지털 가격표의 할인율을 

바꾸고, 동선에 맞게 배치된 디지털 스크린에 고객의 관심사나 쇼핑 이력에 맞는 광고를 

노출했다.

·

·

사용자를 구분하고,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여 서비스한다. 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

용자의 습관과 행동 패턴을 학습하고, 맥락에 맞게 행동하므로 일일이 설정하거나 지시

하지 않아도 된다.

디 오는 맥락을 기반으로 소지품의 분실 위험을 막아준다. 예를 들면, 출근할 때는 서류가

방을 가지고 나가고, 운동할 때는 운동가방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학습해 맥락에 따라 

소지품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

·

디바이스를 다루는 맥락을 그대로 인터페이스를 위한 요소로 활용한다. 별도의 조작이 

없어도 디바이스가 알아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환경을 구축한다. 

네스트 써모스탯은 사용자와 기기 간의 거리를 바탕으로 디스플레이하는 정보를 달리

한다. 그리고 랜드 로버의 셀프 러닝 인텔리전트 자동차는 주행 중에 교통 사고가 발생

하면 자동으로 경로를 재설정하고, 도착 시간이 변경된다는 정보를 미팅할 사람에게 알

려준다.

Physical Cookie, Sponda and TBWA Helsinki

The O, The O

Nest Thermostat the 3rd Generation, 
Nest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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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WEARABLE
CONVERGENCE
웨어러블 융합 서비스  
/

신체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각종 센서를 탑재하

고,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이용해 다른 분야의 서비

스와 융합한다. 개인의 신체, 활동 정보를 수집해 이것과 연관

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서비

스 영역을 확대한다. 헬스 서비스는 단순 모니터링에서 머물

지 않고 치료를 위한 것으로 전문화되고, 이 외에도 엔터테인

먼트, 조직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가 선

보인다.

스마트워치를 통한 원격 진료 서비스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인간 관계를 개선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

·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자신의 신체 정보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집된 건강 정보를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와 연동해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진과 교류한다.

지금까지는 개인 차원에서 웨어러블을 사용하면서 신체 정보를 측정했지만 앞으로는 의

료 기관의 요청에 따라 건강 관리를 위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한다. 건강한 사람들

은 예방 차원에서, 환자와 의사들은 질병 관리를 위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다.

·

·

미국의 어린이 방송 채널인 PBS 키즈는 스마트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모프와 

함께 어린이용 앱 서비스를 선보였다. 미디어 플랫폼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조사가 협

업해 인터랙티브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제공한다. 

콘텐츠 회사는 기존의 제작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채널을 발굴하고, 웨어러블 디바이

스 제조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위한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한다. 향후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연동되는 인터랙티브한 방송 프로그램도 기대된다.

·

·

아직까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서비스 내용은 헬스와 일부 게임 분야에 치중돼 있어서 대

중화를 위해 킬러 콘텐츠의 등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의 휴머나이즈의 B2B 솔루션은 

사내 인간 관계 관리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 준다.

회사 안의 각종 교류와 인간 관계를 웨어러블 센서로 측정하여 정량화한다. 해당 직원이 

누구와 주로 만나고 얼마나 길게 대화하는지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내 분열을 막고 실

질적인 리더쉽을 발견해 고양시키는 용도로 활용한다.

Sense4baby, Airstrip

PBS Kids Party, PBS Kids and Moff

Humanyze, Humanyze



©1999~2016 METATREND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EMETATREND.COM METATREND 2016 IT TRENDS 012

08/
SMART
GREEN CARS
스마트 친환경차  
/

미래 자동차 트렌드는 ICT를 적용한 친환경차와 스마트차라

고 단정할 수 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함은 물론, 에너

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다. 

더불어 연결 가치를 통해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

라 사용자를 위한 감성적인 공간으로 진화한다.

자율 주행과 수동 운전을 조화시킨 인테리어

짧은 거리를 천천히 자율 주행하는 버스

자동차와 주택의 전력 교환 시스템

·

·

자동차가 인공 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통해 통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한다. 피트니스, 

가상 비서, 스마트홈 등 다른 서비스와 연동돼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과 이동 외에도 자동차의 내부 공간을 활용하는 다양한 니즈와 경험을 디자인한다. 

또, 자동차 안에서 즐기는 콘텐츠와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가 속속 등장한다. 자동차 내

부 인테리어 역시 이러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디자인된다.

·

·

운전자가 없는 자율 주행 차량은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고가 났을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아직은 제약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도로 사정이 복잡하지 않고, 노약자

들이 많은 곳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근거리 운송 수단으로 자율 주행 차량이 활용될 가

능성이 많다.

이미 유럽연합에서는 무인 자동차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그리스, 네덜란드 등에서 무인 

주행 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무인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등 규제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

미국의 오크 릿지 국립 연구소가 개발한 AMIE는 배터리 시스템을 갖춘 주택과 자동차

가 전력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기존 전력망과 태양 전지 패널을 모

두 사용하는 주택과 천연가스와 전기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는 자동차가 서로의 전력을 

주고 받는다.

현재의 인프라 상황을 고려할 때는 많이 앞서간 컨셉이기는 하지만 주택과 자동차가 전력 

생산과 교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형태는 미래에 대한 영감을 준다.

Nissan IDS Concept, Nissan

EZ10, EasyMile

Additive Manufacturing Integrated Energy,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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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FINTECH
ECOSYSTEM 
핀테크 생태계  
/

금융 분야가 빠르게 ICT와 결합되면서 디지털화 된다. 초기

에는 스마트 결제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도출되었

는데, 이제는 은행 거래, 자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각종 금융 

서비스들이 스마트해진다. 일부에서 이용하던 고비용의 전

문가 서비스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알고리듬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들도 쉽고 간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리고 

사용자의 소비 행태 및 맥락에 따라 금융 서비스가 개인화된

다. 모바일 환경에서 결제하고, 쇼핑하고, 자동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이 조성된다.

다른 산업과 결합되는 결제 서비스

앱 서비스와 결합된 결제 솔루션

소비 습관 분석을 통한 금융 서비스

·

·

마스터카드는 지난 10월 26일,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와 함께 결제 수단을 갖춘 의류와 

액세서리 등 패션 콜렉션을 공개했다. 현금과 신용카드의 시대를 지나 전자 결제가 보편

화되면서 이처럼 다양한 결제 수단과 방법이 도입된다.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밴드 등에 결제 시스템을 내장해서 간편하게 결제하는 것은 물

론, 일상적으로 휴대하는 물건들에 결제 기능이 추가된다. 이때, 간단한 동작만으로 결제

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

·

일상 속에서 결제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앱으로 구현된다. 지갑을 꺼내지 않고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신경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다.

커버는 더치페이 문화를 앱 속에 간편하게 담아낸 서비스이다. 레스토랑 검색 및 추천에

서부터 계산서 발행과 결제액 계산 그리고 최종 결제까지 통합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

·

디짓은 사용자의 계좌와 연동해 수입 및 예산 그리고 소비 내용을 분석해 재정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저축하는 앱이다. 문자와 같은 익숙한 소통 수단을 통해 돈을 관리한다.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맞는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를 추천한다. 결제 솔루

션에서부터 맞춤 금융 상품 추천, 자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금융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MasterCard to Turn Any Consumer Gadget, Accessory 
or Wearable into a Payment Device, MasterCard

Cover, Cover

Digit, Di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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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로봇  
/

사람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개인용 및 가정용 로봇이 다양

한 방면에서 활약한다. 자연어와 자연스러운 NUI(Natural 

User Interface)로 일상적으로 교류하며, 개인이나 가족에

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간과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한 사회적 관

계를 형성한다. 즉, 로봇이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고, 스마트하

게 만들어주는 동반자가 된다.

가족과 교감하는 로봇

친구처럼 늘 함께 하는 로봇

아동과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로봇

·

·

로봇이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 활동한다.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고, 반응하

는 로봇에 대해 유대감을 느끼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장난감의 위치에서 벗어나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실질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

봇이 빠르게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 감성 영역이 강조된

다. 로봇이 제공하는 각종 편의에 더해 로봇과 인간이 서로 교감하는 서비스가 늘어난다.

·

·

로봇과의 정서적인 교류와 친밀감을 강조한다. 애니메이션 영화, 빅 히어로(Big Hero) 6

에 등장하는 베이맥스(Baymax)처럼 친근하고, 귀여운 디자인의 로봇이 많아진다. 

손을 들고 말을 건네며 사용자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는 

기계가 아니라 대화하고 교감하는 친구 같은 느낌을 선사한다. 일본의 종합 가전 기업인 

샤프에서 공개한 로봇 형태의 스마트폰, 로보혼은 사용자의 곁에서 늘 함께 하는 비서로

서 사람과 희노애락을 함께 한다.

·

·

코그니토이즈는 IBM의 슈퍼 컴퓨터, 왓슨(Watson)의 가능성을 아동과 함께 상호작용하

며 자라나는 스마트 장난감에 활용한 것이다. 장난감이 아동의 데이터를 학습해 그에 맞

는 성격이 부여되고, 나이와 관심사에 맞춰 함께 성장한다.

클라우드를 통해 인공 지능 컴퓨팅이 가능한 로봇이 실시간으로 개인화, 맞춤화된 서비

스를 제공한다. 개인을 식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아동을 추

적하여 그에 맞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Buddy, Blue Frog Robotics

RoboHon, Sharp

CogniToys, Elemental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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