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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인공지능 음성비서 서비스 탑재 기기, 2021년 75억 대 이상 전망 

 시장조사기관 오범(Ovum)에 따르면 2021 년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가상 비서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는 기기의 대수는 75억 대를 넘어설 전망 

 오범에 따르면 음성 인식 가상 비서 서비스는 현재 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이용되고 있

는데, 2016 년 말 현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하드웨어 대수는 35 억 대로 추산되며, 구글의 

‘구글 나우(Google Now)’와 애플의 ‘시리(Siri)’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에는 현재 세계 인구를 넘어서는 75억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구글 어시

스턴트(Google Assistant)’가 점유율 23.3%로 선두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 

 그 다음으로는 삼성전자의 ‘빅스비(Bixby)’가 14.5%, 시리가 13.1%, 아마존의 알렉사(Alexa)가 

3.9%,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Cortana)가 2.3%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 

 기기 유형도 다양해져 향후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외에도 스마트홈을 중심으

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가상 비서와 음성 AI를 지원하는 스마트 홈 제품, TV, 

웨어러블 기기의 수는 2021 년에 16억 3,0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

(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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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상비서와 음성 AI 지원 디바이스 추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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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특히, 현재 인공지능 스피커 제품에 쏟아지고 있는 거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비 모바일 기기 

중에는 TV 기기(스마트 TV, 셋톱박스, 미디어 스트리머 등 포함)가 57%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지역적 관점에서 보면, 음성 인식 가상 비서 서비스 이용은 북미 중심에서 벗어나 전 세계

적 서비스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2016년 말 현재 아마존 알렉사와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의 경우 북미 지역의 이용자 점유율

이 95%에 이를 정도로 지역적 편중이 심한 상태이나, 2021 년에는 서비스가 전세계로 확산되

고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이 47.6%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아시아 지역에서는 당연히 중국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인데, 2016 년 기준 중국어를 지원

하는 음성 비서 서비스 제공 하드웨어 기기 대수는 4,300만 대 수준이며, 바이두(Baidu)와 아이

플라이테크(iFlytek) 등의 업체가 선도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에 중국어를 지원하는 음성 비서 서비스 제공 하드웨어 수는 12억 대에 달할 것

으로 예상되며, 이는 애플의 시리와 삼성전자의 빅스비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임 

(Ovum, 5. 17. & TechRepublic, 5.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