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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아직 집에 대해 잘 모른다”, 구글이 말하는 스마트 스피커의 과제 

 구글은 2018년 CES에서 최초로 자사의 부스를 마련했는데,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차가 

테마였던 2018 CES에 구글이 내세운 제품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스피커였음  

 구글은 라스베이거스 시내와 CES 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를 오가는 모

노레일의 외관과 도심 곳곳의 전광판을 구글의 AI 음성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호출

할 때 쓰는 말인 ‘헤이 구글(Hey Google)’로 뒤덮었음 

 이는 구글이 이번 CES에 부스를 차린 목적이 AI 기반 ‘스마트 스피커’를 홍보하고, 스마트 

스피커 시장 점유율 67%를 차지하는 아마존에 도전장을 내밀기 위한 것임을 보여줌 

 구글이 2017년 10월 출시한 AI 스피커 제품 ‘구글홈 미니(Google Home Mini)’ 모델은 1월 

첫 주까지 총 673 만 대가 출하되었는데, 이는 11 월 말 추수감사절 이후 구글홈 미니 가

격을 49달러에서 29달러로 내림에 따라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 

 이와 동시에 12 월에는 프리미엄 스마트 스피커를 표방한 ‘구글홈 맥스(Max)’ 모델을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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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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9to5 Google 

[그림 1] 2018 CES를 뒤덮은 구글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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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 출시하였는데, 구글홈 맥스는 식기세척기가 돌아가면 자동으로 볼륨을 높이는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스스로 음량과 음색을 바꾸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음 

 구글의 스마트 홈 제품 책임자인 마크 스페이츠는 CES의 토크 세션에 참여하여 구글 어

시스턴트와 스마트 스피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견을 밝혔음 

 토크 세션의 제목은 “음성 제어: 스마트 홈 경험의 개선”이었으며, 이 토론에는 인텔의 스

마트 홈 그룹 제너럴 매니저인 마일즈 킹스턴, 삼성전자의 서비스 및 신규사업 부사장이

자 제너럴 매니저인 나나 무루게산 등이 함께 패널로 참석하였음 

 스페이츠는 스마트 스피커인 구글홈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 “집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

했다고 말했는데, 스마트 스피커에 무슨 일을 시킬 것인지가 아니라 무슨 기능이 필요한 

지를 생각했을 때 개발팀 중 아무도 ‘집’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함 

 스페이츠는 스마트 스피커가 아직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 아니라고 평가했는데, 토론에 참

여한 다른 패널들도 아마존닷컴에 이어 구글 등이 잇따라 스마트 스피커를 출시하고 있지

만 이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삼성전자의 무루게산 부사장은 스피커가 ‘이해력(intelligent)’은 있지만 “경험에 기반한 현

명함(wise)”이 있지는 않다며, 현명해지기 위해서는 인간과 더 많은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

했음 

 스마트 스피커와 대화의 시작을 위해 ‘헤이 구글'과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직 어색한 지점이라는 지적도 있었음 

 패널들 중에는 스마트 스피커가 향후 디

스플레이와의 조합에 의해 더 발전해 나

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많았

음 

 실제 2018 년 CES 에서는 스마트 디스플

레이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

데, 소니, 삼성전자 산하의 JBL, LG전자, 

레노버 등이 구글 어시스턴트를 지원하

는 제품을 발표하였음 

<자료> Digital Trends 

[그림 2] 레노버의 스마트 디스플레이 



 

 

주간기술동향 2018. 1. 24. 

www.iitp.kr 34 

 스페이츠 역시 스마트 스피커를 ‘주방’에 두는 경우를 예로 들며, 음성으로 타이머 기능을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스피커가 레시피를 음성으로 읽어 주는 방식은 좀 곤란하다고 지적 

 캘린더 기능에 대해서도, 오늘의 날씨 정도를 듣는 것은 상관 없지만, 스피커가 읽어 주는 

모든 일정의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은 고역이라며, 구글 어시스턴트와 디스플레이의 조합을 

통해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마크 스페이츠가 향후 스마트 스피커의 과제로 제시한 것은 ‘대화 기능’과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기”임 

 대화란 어떤 질문에 대해 답하고 그 대답에 반응하여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인데, 이런 의

미에서 스마트 스피커는 아직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스페이츠의 의견이

며, 질문을 할 경우에만 응답하는 방식의 일방통행적 커뮤니케이션은 아직 대화가 아니라

는 평 

 또 다른 과제로는, 세대와 관심 범위,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각기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스마트 스피커 사용을 익숙하게 할 수 있는가를 꼽았음 

 스페이츠는 “어떤 활용 예(Use Case)를 상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두 가지 예를 

언급했는데, 첫 번째는 구글이 실시한 프로모션 사례로, “오케이 구글,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켜”라고 명령하는 동영상 광고를 내보내자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배워 그대로 따라 

했다고 함 

 이는 어떤 활용 예가 있을 수 있는지 상상해 보고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

는데, 상상할 수 있으려면 ‘집’에 대해 더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페이츠는 지적함 

 집에 대해 잘 알아야 어떤 상황에 스마트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활용사례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타이밍에 음성 UI 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스마트 스피커는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임 

 또 다른 예로는, 나이 드신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걱정한 이

후로 모든 방에 구글홈을 설치한 사람의 사례를 들었음 

 이 사람은 어머니에게 “어느 방에서도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하려고 방마다 설치했다”는 

식으로 설명했으며, 구글홈의 설정에 뭔가 수정이 발생하면 바로 자신에게 연락이 오도록 

해두었다고 함 

 스페이츠는 아무도 “스마트 하우스를 샀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이 자신



 

 

  

최신 ICT 이슈 

3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의 집에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얼마나 편리하게 되는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향후 스마트 스피커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음 

 (CNET, 1. 10. & ITPro, 1.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