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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애플 출신 직원들이 만든 AI 기반 주방 가전, “준 인텔리전트 오븐” 

 인공지능(AI)이 라이프스타일을 하나 둘씩 바꿔 나가는 가운데, 실리콘밸리에서는 현재 조

리 가전 부문에서도 AI 혁명을 진행 중에 있음 

 미국의 스타트업 ‘준(June)’이 판매하고 있는 “준 인텔리전트 오븐(June Intelligent Oven)”은 엔비

디아의 GPU와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인식 AI를 탑재하고 있으며, 재료만 오븐 안에 넣으면 자

동으로 전문가 수준의 요리를 만들어 준다고 함 

 2016 년 12 월 출시된 이 지능형 오븐은 재

료가 들어오면 본체 내부에 탑재된 HD 카메

라로 재료를 촬영하고, 답러닝 기반의 인식 

AI로 재료의 종류와 상태를 식별하여 그 재

료에 가장 적합한 레시피를 사용자에게 제

시해 주고, 재료 상태에 따라 굽는 정도 등 

조리법을 자동으로 조절함 

 예를 들어, 스테이크라면 고기의 종류가 안

심인지 토마호크인지를 AI 가 판단하며, 사

용자가 굽기 정도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오븐이 자동으로 조리를 해 줌 

 준 인텔리전트 오븐은 카메라 이외에도 다양한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데, 본체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와 재료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꽂이형 온도 센서, 무게 센서 등의 정보를 기반

으로 프로그램이 6개의 히터와 온도 조절 팬을 세세하게 제어하여 오븐의 온도를 자동 조절함 

 재료의 ‘구이 색’은 오븐 내부의 HD 카메라 및 이미지 인식 AI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태

운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하는데, 가령 케이크처럼 굽기가 균일하지 않아 얼룩덜룩

해 보이기 쉬운 메뉴도 지능형 오븐으로는 깨끗하게 구울 수 있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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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반 준 인텔리전트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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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인텔리전트 오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는 아이팟과 유사한데, 그도 그럴만한 것이 준 

직원 40명 중 절반이 애플 출신이라고 함 

 오븐의 UI는 본체 전면의 액정 모니터와 다이얼로 매우 심플한데, 예전 아이팟의 UI와 흡사함 

 준의 공동 창업자이자 CTO를 맡고 있는 Nikhil Bhogal은 애플에서 아이폰의 ‘카메라’ 개발을 담

당했던 엔지니어로 파노라마 사진 기능과 얼굴 인식 기능의 개발에 참여했다고 함 

 준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Matt Van Horn은 조리 가전을 만든 경험은 전혀 없었지만 AI가 

게임 체인저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 가전 시장에 뛰어들 것을 결정했다고 함 

 가전 시장은 경쟁이 심하지만 설계가 오래된 레거시 제품들뿐만 있어서, 프로세서의 가격 인하

와 성능 향상을 통해 모든 장치에서 AI 를 활용할 수 있게 된 현재에 이르러서는 가전 시장에

도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Van Horn 역시 애플 출신으로 2007년에는 차량 공유 서비스인 리프트(Lyft)의 전신인 ‘짐라이드

(Zimride)’를 창업한 바 있으며, 이후 소셜 북마크 서비스인 ‘딕(Digg)’과 SNS 서비스인 ‘패스(Path)’

의 임원을 맡은 경험도 있음 

 준은 자신들의 강점을 ‘소프트웨어’라고 단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에는 프로그

램으로 구현된 레시피도 포함됨 

 준이 개발한 레시피는 사람이 읽는 것이 아

니라 오븐에 실행 명령하는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있는데, 가령 베이컨 요리 레시피

라면 1장의 베이컨만 요리할지 아니면 9장

을 한번에 조리할지, 얇은 베이컨으로 할지 

아니면 두꺼운 베이컨으로 할 지, 바삭하게 

구울지 아니면 촉촉하게 구울지 등 36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각각에 맞는 레시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레시피 프로그램은 다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프로그램이 센서 정보를 통해 

조리의 상태를 판단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지를 결정하도록 해, 최적의 조리 프로세스를 오

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 놓았음 

 오븐의 전면에 탑재되는 LCD 모니터는 앞으로 몇 분 후에 조리가 끝나는 지도 표시해 주며, 단

순한 ‘타이머’가 아니어서, 요리의 상황에 따라 시간은 실시간으로 변함 

 이는 마치 구글 지도의 내비게이션 기능이 목적지까지의 도착 시간을 교통 상황에 따라 실시

<자료> June 

[그림 2] 앱을 통한 조리 진행 정보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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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형태로, 조리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프로그램’이 수행함 

 준은 스마트폰 및 스마트카 개발과 지능형 오븐 개발을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기술과 하드웨어는 스마트폰을 넘어서고 있음 

 준 인텔리전트 오븐은 고급 AI를 구현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SoC(System on a Chip, 시스템온칩)

인 “테그라(Tegra) K1”을 탑재하였음 

 테그라 K1은 자율운전차 등에도 도입되고 있는 강력한 GPU를 탑재한 SoC로, 준 인텔리전트 

오븐은 엔비디아의 GPU를 탑재한 세계 최초의 주방 가전임 

 딥러닝의 처리는 많은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경우 클라우드

에서 작업을 수행하지만 준 인텔리전트 오븐은 로컬에서 처리함 

 이는 강력한 GPU뿐만 아니라 2 기가바이트의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인데, 준의 오븐은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상회하는 성능을 갖고 있는 것임 

 준은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하고 OTA(Over The Air) 기능을 통해 본체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조리법의 종류를 늘리고 있으며, 2017 년 8 월에는 소프트웨어 업데

이트를 통해 저온에서 천천히 음식을 조리하는 ‘슬로우 쿡’ 모드를 추가한 바 있음 

 OTA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그리고 테슬라 전기

자동차 등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인데, 준의 지능형 오븐도 계속해서 진화하는 주방 가전을 목

표로 하고 있는 것임 

 준 인텔리전트 오븐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파워에 의해 주방 가전의 세계에서도 디지털 

파괴적 혁신(Digital Disruption)이 일어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준은 2014 년 11 월에 설립되었으며, 당시 패스(Path)에서 함께 일하던 Van Horn 과 Bhogal 은 

“이미지 인식 AI를 갖춘 오븐”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폰과 수동식 오븐을 조합하여 

즉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고 함 

 몇 차례의 프로토타입을 거쳐 2016년 12월에 출시를 했으며, 제품은 주방 가전이지만 개발 공

정은 스타트업이 시제품을 만들어 중국의 ODM(주문자 상표에 의한 설계·생산) 업체를 통해 

양산하는 ‘디지털 기기’의 방식을 따르고 있음 

 2017 년 10 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회 ‘스마트 키친 서밋(Smart Kitchen Summit)’에서 준 인

텔리전트 오븐은 ‘감마 쉐프(GammaChef)’와 함께 알아서 요리를 해주는 음식 로봇으로 참가자

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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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파워를 통해 휴대전화와 AV 가전, SNS 미디어 및 운송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을 

변화시켜 왔던 인력들이 지금 주방 가전의 세계에서도 디지털 변혁을 일으키려 하고 있음 

(CNET, 10. 31. & ITPro, 1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