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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브레인 
조성봉 이사 

<이것이 UX 디자인이다> 저자 
現 라이트브레인컨설팅그룹이사 
前 UX1 대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주재 SW+인문학포럼 자문의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주재 스마트디바이스아웃룩 수립 자문위원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이사 

연구분야 UX디자인 컨설팅 
비즈니스 이슈에 기반한 정성 / 정량적인 리서치 
기술 트렌드 분석 

프로젝트 SK유비케어, UDI도시디자인, 유니세프, 호텔신라,  
멜론, 삼성 SDS, 웅집그룹, 신한금융지주, SK브로드밴드, 
국민은행,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등 

강의이력 기업 : KT, LG전자, 삼성화재, 삼성 SDS, 한국학술재단,  
웅진씽크빅, 삼성생명서비스, 롯데홈쇼핑, 신한금융지주,  
전자부품연구원, 11번가 등 다수 

학교 :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세미나 : Global ICT Premier Forum, 헬스 / 웨어러블  
세미나, 쇼핑의 미래, SK Creative Challenge, 자동차  
전자기술 워크샵, 웹어워드 컨퍼런스, 웹월드 컨퍼런스,  
쾅고마케팅 컨퍼런스 등 

단체 : UX전문가포럼,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주관 UX  
Consultant과정, UX Desgn 스쿨 등 

The enclosed material is  

proprietary to RIGHTBRAIN.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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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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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a lot of experience 

제품 

웹/모바일 선행연구 

• 삼성SDS 사내 시스템 (4) 

• 웅진 MRO 시스템 

• 문체부 정부 모바일가이드 

• 도로공사 하이포털 

• 국민연금 DW웹 

• 한국학술정보원 

• 더존 그룹웨어 

• CLT 시스템 

• 샘소나이트 IoT 여행용 가방 

• 스마트폰 카메라 

• 유디아이 스마트 조명 

•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 

• IoT 스마트 태그 

• 연세의료원 웹 컨설팅 

• 멜론 모바일 경쟁력 조사 

• 호텔신라 웹인프라 구축 

• 중앙일보 디지털 UX 개선 

• 유니세프 온라인 전략 

• U+ 프로야구 앱 UT 

• U+ LTE 비디오포털 앱 UT 

• 음성인식 홈디바이스 UX 발굴 

• SKT 3D SDN 컨설팅 

• TV 중심의 스마트홈 서비스 

• 공공장소용 비콘 리서치 

• SK 유비케어 신규 비즈니스 

• 지능형 모바일 OS 

다양한 분야에서 UX 컨설팅 수행 

• 한 분야에 고정되지 않은 폭넓은 시야와 노하우를 보유 

• 웹/모바일은 물론, 비즈니스 전략, 서비스 디자인, 제품, 

신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UX 리서치 수행 

• 2015년에는 선행연구가 프로젝트의 60%를 차지 

차별화된 UX 리서치 역량 

• 웹, 모바일, 의료, 스마트 가전기기, 스마트워치, 음성인

식 기기 등 다양한 UX 리서치를 수행 (총 40차례) 

• 자체적인 사용자 DB 보유 (500여명의 전문가 DB) 

• 70여개의 UX 리서치 기법 및 H/W, S/W 장비 보유  

지속적인 UX 트랜드 연구 

• 1년에 2만여건의 UX 사례를 조사 분석 

• 최근 등장한 영역별/산업별 신기술에 대해 UX 영향 분석 

B2B,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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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know How people think, do, feel 



Trend Driver 

OMNI CHANNEL Experience 

The Omni-Channel Experience: Marketing Meets Ubiquity, Forbes.com 2014 Omni-channel and Omni-consumerism, Navigate 2014 

•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한다는 얘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 소비자들은 온/오프라인의 경험을 뒤섞을 뿐만 아니
라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구매 경험이 연이어진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본 다음, 상세 정보는 PC에서 하고 구매는 결국 테블
릿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거나 온라인에서 상품 정보를 찾은 다음 실제 구매는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하는 식이다 

• 개별 채널들은 상품에 대한 최초의 접점이기도 하지만 중간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최종적인 구매 지점이 될 수도 
있다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xqFQoTCKSNmdSexMgCFaUypgoddfoFaA&url=http://www.navigatedigital.com/omni-channel-and-omni-consumerism/&psig=AFQjCNHOZfXEzv0TWRpfG6yj3u8LEld_bQ&ust=1444990035192788


Trend Driver 

OMNI CHANNEL Experience 

•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의 적용 범위와 대상, 제공방법이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 PC, Mobile, POS 등으로 
대변되던 기존의 디지털 기술 적용 범위가 키오스크, 가상 안내판(Virtual Billboard), Beacon, RFID 태그 등
으로 확장되고 있다 

• 이제 디지털 기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어떤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플랫폼, UI, 디자인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사
용자에게 통합된 구매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개별 시점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의적절한 경험을 제공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Intelligent Fitting Room at Bloomingdales 

Reshaping Your Retail Experience In 2014, ADITI 



Trend Driver 

OMNI CHANNEL Experience 

• Harris Poll의 조사에 따르면 웹에서 물건을 찾고 실제 구매는 오프라인에서 한다는 웹루밍이 그 반대의 경우인 
쇼루밍에 비해서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69% vs 46%). 특히 밀레니얼들은 웹루밍의 경향
이 더 높게 나타났다 



Trend Driver 

OMNI CHANNEL Experience 

personalized nike experience , 고객의 보폭에 맞는 운동화 추천 서비스 

Car port , 차량내 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기까지 연결해주는 클라우드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Trend Driver 

OMNI CHANNEL Experience 

Amazon Echo, Panasonic Magic Mirror 



Trend Driver 

Restless Impatience 

• 디지털 콘텐츠의 범람 및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와 더불어 사용자들의 인내심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비디오 
로딩 타임이 2초를 넘어서면 시청을 포기하는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보행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
향은 잠시의 시간도 가만 두지 않으려는 이러한 성향을 대표한다 

Prof. Ramesh K. Sitaraman, UMass Amherst 

비디오 로딩 타임이 2초 이상일 경우 시청을 포기하는 비율 

보행중 스마트폰 이용과 그 위험성. 위 : 머니위크, 아래 : 데이터뉴스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xqFQoTCPGfzLe2xMgCFcgdlAody-0NfQ&url=http://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3D56072&psig=AFQjCNG64B0oO0l2HoUJTzP5NhsqHzHIbA&ust=1444996640151438


Trend Driver 

Restless Impatience 

•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Manoush Zomorodi에 따르면 12,000명의 모바일 사용자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2분 이내에 이메일과 SNS를 체크하고 인기 SNS 글을 훑어보며, 알림창을 확인하고, 날씨나 교통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거의 하루종일 모바일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실제 이용하는 시간은 매우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here digital gets personal, Manoush Zomorodi 



Trend Driver 

Restless Impatience 

• 사용자들의 인내심 부족을 서비스로 연결한 사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번의 클릭만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던가 새로운 인터렉션을 적용하여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원하는 서비스에 이르게 하고 있다 

• 특히 모바일에서의 사용자 경험은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mazon dash 

Kakao pay iOS 9’s 3D touch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xqFQoTCIj88a-3xMgCFUQelAodDkQEog&url=http://www.damngeeky.com/2014/04/05/19968/amazon-dash-lets-order-groceries-voice-commands.html&bvm=bv.105039540,d.dGo&psig=AFQjCNEuJm2QUGp6_pXAsyIxXmp4IwJL-A&ust=1444996960811968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xqFQoTCLn_1MS3xMgCFceYlAodI9MDyQ&url=http://pspsim.tistory.com/13&bvm=bv.105039540,d.dGo&psig=AFQjCNF_-3hPbnTx2kj37_y6GyE9PbAVJQ&ust=1444997006465408


Trend Driver 

Restless Impatience 

yo spritz 

https://www.youtube.com/watch?v=1xxyDVBGHL8


Trend Driver 

Restless Impatience 

• XY Share It. 같은 공간의 사람들과 쉽게 사진을 공유하게 해주는 장치 

• XY Share It의 한 번의 탭으로 사용자 주위의 모든 사람과 사진을 공유할 수 있음 



Trend Driver 

Predictive Service 

• Predictive Service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인 비서형 Predictive Service를 제공한다. 이들은 사용자의 행동 
패턴이나 취향, 습관과 같은 개인 정보에 기반하여 서비스나 정보, 기능을 추천한다 

• Sherpa Next는‘Interactive information cards’를 통해서 사용자의 취향과 습관에 맞는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준다. Sherpa Next는 사용자가 좋아할만한 근처의 레스토랑을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트위터에 올린 글을 
찾아서 페이스북 상태 메시지에 올리기도 하며, 자주 찾는 검색을 홈스크린에 띄우기도 한다.  

• Cortana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쓰는 습관, 위치, 자주 사용하는 앱, 커뮤니케이션 기록들을 파악하여 사용자
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저장여부를 사용자에게 미리 물어본다. 

Sherpa Next 
Cortana 



Trend Driver 

Predictive Service 

• Gravaa는 모션, 소리, 자세를 5개의 센서(camera, microphone, accelermeter, gps, heart rate monitor)
를 통해 tracking하여 빌트인 된 센서로 자동 감지해 사용자의 소중한 순간을 자동으로 비디오로 제작해주는 AI 
액션 카메라. 앱을 통한 확인, 편집 및 공유가 가능하고 디바이스의 버튼을 터치하는 것으로도 공유하거나 녹화
가 가능하다 

• Kono는 기존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로 캘린더를 연동해놓
으면 점심, 저녁, 컨퍼런스콜, 회식, 미팅 등 상황별로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추천해준다.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에게 모임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스마트 리마인더는 단순 알람이 아닌 현재 내 위치와 교통상황
을 고려하여 약속에 늦지 않을 수 있는 출발시간을 알려준다. 

 

Graava 

Kono 

https://www.youtube.com/watch?v=zxJQBpBYHss
https://vimeo.com/135573271


Trend Driver 

Predictive Service 

Sap의 smart city control 

MIT machine learning tech Car 



Trend Driver 

Predictive Service 

• Snips. 사람의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시스템 

• 자동차 이동량을 분석하여 사고를 방지하거나, 이용자의 밀도를 미리 확인하여 좌석을 확보할 수 있는지 예측하
거나,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의 유동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 가능한 주차 장소를 예측하는 것 등에 사용 



Trend Driver 

Predictive Service 

• Edge Up Sports. 자유롭게 팀을 만들거나 선수들을 고른 다음, 상대편 팀이나 선수와 능력치를 비교하여 누가 
승리할 것인가 예측해볼 수 있는 가상 풋볼 플랫폼 

• 사용자는 마치 코치처럼 자신의 팀이 친구가 응원하는 팀과 겨뤄 승리할 것인가를 플랫폼이 제공하는 고급 정보
를 통해 예측하여 토론하고 게임하는 것에 사용됨 



Trend Driver 

Mind Reading 

• Neurocam은 핸드폰을 헤드셋처럼 머리에 착용하여 사용자의 두뇌 활동과 감정 상태에 따라 영상을 촬영하는
제품이다. 제품은 사용자의 감정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기억하고 싶어할 만한 순간에 자동으로 스냅을 찍는다 .
가령 사용자가 무언가 집중하고 있거나 특정 사물에 관심이 있다고 판단하면 옆에 장착된 아이폰을 통해 5초간
장면을 촬영하는데, 뇌파를 1~100점까지 나누어 관심을 많이 보일 수록 높은 점수를 매기고 60점 이상의 뇌파
가 감지되면 촬영에 들어간다. 

https://www.youtube.com/watch?v=CDgkX-JY_wM


Trend Driver 

Mind Reading 

• Thync는 머리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이다. 씽크는 뇌가 반응할 수 있는 미세 전류를 인간의 기분을 좌우하
는 뇌의 특정 영역에 보내어 사용자의 기분을 의도된 방향으로 전환시킨다. 침체되어 있는 상태일 때 활력을 불
어넣는 것과 화가 났을 때 평온을 유도하는 것, 2가지 모드가 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능을 실행시키면 
몇 분 뒤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약 45분간 지속된다고 한다.  



Trend Driver 

Mind Reading 

• Brain-to-text.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 알고리즘과 말을 통해서 표현되는 발성패턴간의 연관관계를 컴퓨터가 
학습하고 이를 언어로 전달 

• 쉽게 말해 생각만 하면 의사소통이 가능함 



Trend Driver 

Context aware Service 

• Context aware Service는 단순히 현재의 장소에 기반해서 서비스를 추천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
용자의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해서 제공하는 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 Cloth는 온라인 상에서 나만의 옷장을 만들 수 있는 앱이다. 자신의 실제 옷장에 있는 옷들을 옷 입는 상황이나 
종류, 브랜드, 컬러 등으로 구분해 놓으면 날씨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을지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
람에게 자신의 디지털 옷장을 보여주거나 남들의 옷장, 특히 옷을 잘입는 패셔니스트들의 디지털 옷장을 구경할 
수도 있다. 

https://vimeo.com/108715739


Trend Driver 

Context aware Service 

• Slow Down GPS는 어린이의 목소리로 네비게이션을 제공하는 앱으로 평소에는 다른 네비게이션과 같이 일반
적인 성인의 목소리로 설명을 제공하다가 스쿨존이나 놀이터 등 어린이 밀집 구역 근처로 차량이 진입하면 어린
이의 목소리로 변경하여 안내 음성을 제공한다. 



Trend Driver 

Context aware Service 

Land Rover CargoSense Master  

Samsung Safety Trucks 

http://percentotech.com/land-rovers-new-camera-technology-lets-drivers-see-cars-hood/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xqFQoTCKmWrO7smMkCFYOwlAodVYcAjA&url=http://www.autofile.ca/en-ca/auto-news/land-rover-makes-a-see-through-trailer&bvm=bv.107763241,d.dGo&psig=AFQjCNH9vMcpI4dt-BR7O5WhfxaMRCYc9w&ust=1447897529770452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xqFQoTCPfZpPrsmMkCFUmPlAodMxABbA&url=http://www.conceptcarz.com/a12562/LAND-ROVER-TO-DEMONSTRATE-PIONEERING-SEE-THROUGH-TRAILER-RESEARCH-AT-BURGHLEY-HORSE-TRIALS.aspx&bvm=bv.107763241,d.dGo&psig=AFQjCNH9vMcpI4dt-BR7O5WhfxaMRCYc9w&ust=1447897529770452


Trend Driver 

Context aware Service 

도로의 신호등을 미리 예측해서 알려 줌 (Audi Car-to-X, EnLighten)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xqFQoTCLvkgIuOjMkCFQbopgodZEgPOA&url=http://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3183962/No-running-reds-BMW-s-EnLighten-app-let-drivers-know-traffic-lights-change.html&psig=AFQjCNHCdR3E30t7YxOLpxgaKUxZnlWehw&ust=1447459757643988


Trend Driver 

Context aware Service 

• Macy 백화점은 고객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용자들이 구매하는 접점을 분석하여  선호도 및 행동 패턴을 파악. 
이에 더해 iBeacon 기술을 결합하여 매장에서 사용자들에게 맞춤화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11%에 이
르는 매출 상승을 올림 

• Burberry는 cutomer 360 program을 통해서 자신의 고객들을 SNS로 연계시키고 거점 매장에서 virtual 
mirror등을 통해서 고객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17%의 성장을 이룸 

Macy’s iBeacon Service Burberry’s customer 360 program 



Trend Driver 

Networked Relationship 

• 유튜브나 페이스북 스타들이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을 제치고 주목받는 순위 상위에 올랐다. 일상생활에서 디
지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서 인간관계나 선호하는 유명인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Trend Driver 

Networked Relationship 

• GLASSBREAKERS는 성향이나 관심사, 취향 등을 분석하여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이다
.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직장 여성들 사이에서 멘토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GLASSBREAKERS의 알고리
즘은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사람들을 점수대별로 추천해주며 누구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추천받은 사
람에게 접근할 수 있다 

• Tastebuds는 좋아하는 음악 취향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연결시켜 준다.  

GLASSBREAKERS 

Tastebuds 



Trend Driver 

Networked Relationship 

• Netfling은 넷플릭스 시청 히스토리를 이용한 데이팅 앱이다. 넷플릭스 계정을 통해 정보를 축적한 다음 사용자
가 즐겨보는 TV쇼나 영화를 파악하고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데이팅앱을 통해 상대를 실제로 만났을 때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소재거리는 물론 데이트 신청을 할 때도 함께 
시청하자고 제안할 수 있어 데이트를 위해 골머리 앓을 필요가 없다. 

https://youtu.be/J_wy9tgxLP8


Trend Driver 

Networked Relationship 

• Blleep은 갑자기 모임을 하고자 할때 특정 지역내 자신의 친구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지 확인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모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앱서비스이다. 주최하려는 사용자가 초청을 보내고 거기에 응
답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그룹 채팅 룸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약속을 잡을 수 있다. 할 일이 없을때 친구가 
만들어낸 이벤트를 찾아보거나 모르는 사람들과 그 지역내에서 모임을 즉석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http://vimeo.com/93173753


Trend Driver 

Networked Relationship 

• IBM Tone Analyzer. 글쓴이의 성격 분석 서비스  

• 글에서 정서적, 사회적, 쓰기 신호 등을 해석하는 언어분석 기술을 사용  



Trend Driver 

Networked Relationship 

• Visor,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사진을 모아 사용자가 궁금해하는 장소의 현재 상황을 보여줌 

• 사용자가 레스토랑이나 바 등에서 대기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음 

• 장소에 대한 질문을 올리면 30분내로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제공 



Trend Driver 

Everything on Demand 

• 공유경제는 단순히 빌려주고 빌린다는 개념을 넘어서 사용자들이 소유하지 않은 무언가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순간에 일시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쪽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Technology has made renting things (even in real time) as simple as it made buying things a decade ago" – Fred Wilson 



Trend Driver 

Everything on Demand 

• AlFRED는 사용자가 원하는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서비스이다. 정해진 스케쥴에 맞춰 ALFRED 직원이 방문하여 
장을 보거나 청소, 다리미질 등의 집안일을 도와준다 

https://www.helloalfred.com/


Trend Driver 

Everything on Demand 

• Airbnb와 uber의 성공은 유사한 서비스들을 급속도로 확신시키고 있다. 사용자간의 공유를 중개함으로써 기존
의 서비스(숙박업, 택시)를 대체한다는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물론 다르다 

• Roadie = 배송, soothe = 마사지, Push for pizza = 피자 배달, mediast = 의료 서비스 

• 어딘가를 찾아가야지만 받을 수 있었던 받을 수 있었던 것을 클릭 한번만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
스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며, 기존의 비즈니스들은 점차 쇠퇴할 것으로 보인다 

roadie soothe Push for pizza medicast 



脫 Device 

Trend Driver 

Biyo Wallet 

Moleskine Smart Notebook 

Like Ad 



Read me 

Trend Driver 

Target in a snap Colourmatic 

Nymi 



Haptic 

Trend Driver 

• PC에서 모바일, 그리고 웨어러블로 기기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가면서 단순히 시각적인 인터렉션에만 치중해 
있던 경험들이 서서히 촉감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Haptic 

Trend Driver 

• 최근에 디지털 경험이 주는 비현실성을 Haptic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완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가상
의 게임에서 주인공이 느끼는 데미지를 직접 느끼게 하는 셔츠나 마우스가 아닌 손가락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림
을 그리는 기기 등이 그러한 예이다 

Foxtell Shirt Miraisens 

https://www.youtube.com/watch?v=maHGf3LNGMs


Haptic 

Trend Driver 

UN uses iBeacons to simulate a minefield 

London Transport Using Beacons Graava 

• 공공 분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UN에서 개최한 ‘지뢰의 날’행사에서는 방문
객들이 바닥을 밟았을 때 지뢰가 터지는 듯한 진동감을 느끼게 했고, 영국의 지하철에서는 Beacon과 연결된 기
기가 진동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에게 길 안내 정보를 제공한다.  



Haptic 

Trend Driver 

• UnlimitedHand. VR 사용 시 햅틱센서를 통해 몰입감을 높여주는 Armband 

• 전기신호에 따라 이 장비는 근육이 압력/진동/저항 등의 감각을 느끼도록 만들어줌  



스마트폰의 미래 



IoT의 미래 

Trend Driver 

1) 시장은 새로운 기술적 진보를 원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 교수는 1997년 ‘innovator's dilemma(혁신기업의 딜레마)’라는 기념비적인 책을 
통해 존속적 기술 혁신은 파괴적 기술 혁신에 의해 추월당할 수밖에 없다는 답을 내린다. 존속적 기술은 일정 기간 동안 안정
된 성장을 구가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시장의 요구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혁신은 시장의 관심에서 서서히 멀어진다. 그에 반해 
초기에는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파괴적 기술이 점차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기존의 존속적 기술을 추월하
고, 결국에는 존속적 기술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삐삐와 휴대폰, 피처폰과 스마트폰, 프로젝션 TV와 LCD(LED) TV, 
CD와 MP3 등 존속적 기술이 처음에는 우습게 본 파괴적 기술에 의해 결국엔 무너진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시장의 요구를 이미 추월한 존속적 기술의 혁신은 시장 입장에서
는 관심사가 아니다.  

 

[사진] Google Project ara, 삼성 스마트 냉장고 

오히려 처음에는 부족해 보였던 파괴적 기술이 자체적인 발전 과
정을 거치면서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가치
까지 제공하게 된 것이다. 

[사진] Myo wristaband를 이용해서 수술실에서 X-ray를 보는 
의사 



IoT의 미래 

Trend Driver 

2) 개인의 스마트한 일상생활과 일상생활 환경간의 부조화 

Smart Life?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의 비중은 가히 압도적이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
은 삶을 이제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손과 눈까지의 거리내에서만 해당된다. 아직 
웨어러블은 '남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일상생활은 여전히 그대로다.  
 
스마트폰의 지배력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점점 압박하고 있다. toward the Real Smart Life 



IoT의 미래 

Trend Driver 

3) 기술(센서, 통신, 클라우드, 앱플랫폼)적인 기반의 성숙 

IoT에 적용 가능한 기술(부품)들은 마음만 먹는다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센서나 통신 기술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세한 범위에가지 진출해 있다. Bluetooth나 Zigbee와 같은 범용화된 근거리 통신 기술은 물론 
적외선이나 무선 주파수를 이용한, 보안에 특화된 통신 기술들도 등장하고 있다. 클라우드나 앱플랫폼은 대규
모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미 물적인 토대를 갖추고 있다. 한마디로 안될 게 없는 세상이다.  



스마트폰의 미래 

Trend Driver 

• 웨어러블의 등장과 더불어 스마트폰은 없어질 것인가? 우리의 퍼스널 디지털 기기는 더 작아질 것인가? 

 



스마트폰의 미래 

Trend Driver 



스마트폰의 미래 

Trend Driver 

 컴퓨터 전화 

스마트폰은 전화와 컴퓨터의 경계 사이에서 탄생했다. 여전히 전화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본질은 컴퓨터에 
더 가깝다. 폰을 통해서 인터넷 브라우징이나 각종 앱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타인과의 교류를 할 수 있으
면서 통신보다는 인터넷 서비스에 더 유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 '풀브라우징이 가능한' 휴대폰 '스마트' 폰 

전화로써의 통신기능은 물론, 
인터넷과 연결되어  
컴퓨터에서만 가능했던  
다양한 작업이 추가됨 

'스마트' 폰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en/c/c3/Mobile_phone_timeline.png


스마트폰의 미래 

Trend Driver 

스마트폰은 시대적인 진화의 산물이다. 3G 통신기술로 인해 이동 중에 인터넷 연결이 원활해지고, 디지털 미디어 
및 웹서비스들의 폭발적인 성장, 위젯이나 SNS와 같은 단일 서비스 개념의 등장, 프로세서/광학/디스플레이 기술
의 발전 등이 맞물리면서 스마트폰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초기에 등장했던 스마트폰의 개념은 이메일이나 메모 기록, 음악 감상 등과 같은 몇가지 제한된 작업에 한정되어 있었다.  

앱스토어와의 결합은 스마트폰이 자신의 존재 
근거를 세상에 알리게 된 기폭제가 된다 
 
컴퓨터에서만 가능했던 작업들을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수행할 수 있다는 가치는 사람들을 열광
시켰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이나 영화를 즐기고, 다
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상품을 구매하거나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자 'Mobile First'라는 개념이 등장했
다. 이제 누구도 스마트폰이 PC보다 우위에 있다는 말
을 부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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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미래 

Trend Driver 

스마트폰은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이용되면서 PC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냈다. 제한된 디스플레이에도 불
구하고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타나기 시
작했다. 증강현실이나 위치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용환경의 변화로 
좀 더 단순간결한 경험을 선호 

타인과의 소통에 더 개방적이고 
주변환경과과 지속적으로 교감하기를 원함 

새로운 서비스
에 더 개방적인 

태도 

양방향 경험에 
친숙해짐 



스마트폰의 미래 

Trend Driver 

Next Big Thing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 
대비 스마트폰 기술의 정체 

새로운 앱에 대한 권태감/ 
이용 서비스의 고착화 

폰이라는 카테고리가 더 이
상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가
치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음 

IoT로 인해 인터넷에 연결
된 사물들이 꾸준히 나타남 

스마트 태그, BLE 등을 통
한 푸시 서비스 확대일로 

디지털 헬스케어, 라이프로
그에 대한 관심 증대 



스마트폰의 미래 

Trend Driver 

• IoT와 웨어러블은 시장에서 나름대로의 위치를 찾아 나갈 것이다 



스마트폰의 미래 

Trend Driver 

Wearable 

더 작고 가벼우며 오래가는 나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한 

항상 깨어있는 
내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나에게 접근하는 

컴퓨터나 기술이 아닌 일상
생활로써의 서비스 



스마트폰의 미래 

Trend Driver 

Post Smartphone 

Smart 

Enhancing Smart Experience 
즉시적인 서비스 이용으로 스마트폰 
서비스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시킨다 

Communication 
손목에서 응답하게 되면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낼 일이 줄어들 것이다 

Status/Pattern Inform 
현재의 내 상태나 일상생활 속의 패턴

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Instant Recommendation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의 컨
텍스트에서 서비스를 즉시 추천한다 

Multi Control Device 
다른 디바이스나 사물 인터넷과 연동
되어 대상을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 

Life Coaching 
사용자의 생활습관, 자세, 건강상태에 
따라서 올바른 일상생활을 코칭해준다 

Notification 
좀 더 편리하게 자신에게 전달된 전화, 
메시지, 이메일, SNS를 보게 된다 



스마트폰의 미래 

Trend Driver 



Trend Driver 

스마트폰의 미래 

• 웨어러블이나 IoT에 탑재된 센서는 모바일 폰에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제 서비스는 위치나 알림 뿐만 아
니라 사용자의 감정, 습관에 접근하려 들 것이다 

걸음 패턴을 통해서 성별 구분 가능 
폰 사용 패턴을 통해서 감정 파악 
사용자의 물리적인 행동, 운동량 감지 

웨어러블의 센서는 심박동이나  
혈류내 산소농도, 맥박을 통해서 
사용자의 정서적인 상태 파악 가능 



스마트폰의 미래 

Trend Driver 

• 그러나 그것이 스마트폰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스마트폰은 이제 다른 디바이스로부터 전달되
는 데이터를 관장하는 Hub이자 다른 서비스들을 접근하고 관리하는 Controller가 될 것이다 



Provide a Valuable Product  

to the Right Mark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