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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스마트 비디오 초인종 ‘네스트 헬로’, 집밖에서도 방문자 응대 가능 

 2014년 구글에 30억 달러에 인수된 바 있는 스마트 홈 기기 개발 기업 ‘네스트(Nest)’가 스

마트 비디오 초인종 ‘헬로(Hell0)’를 개발 

 현관에 설치되는 네스트 헬로의 외양은 간단한 구조로 위쪽에는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아래

쪽에는 LED 링이 빛나는 초인종이 부착되어 있으며 스피커도 내장되어 있음 

 집에 방문한 사람이 헬로의 초인종을 누르면 호출 신호와 함께 비디오로 촬영된 화상 정보가 

집주인의 스마트폰 앱으로 동시에 스트리밍 되므로, 앱을 통해 누가 왔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앱의 마이크 버튼을 눌러 대화를 나눌 수 있음 

 지금 주로 사용되는 인터폰의 경우, 방문자가 초인종을 누르면 인터폰 기기로 가야 누가 왔는

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헬로는 집안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집 밖에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누가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 

 가령 회사에서 회의 중인 경우, 헬로의 호출 신호를 받으면 스마트폰으로 누구인지 확인해 만

일 택배기사라면 택배 물품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헬로의 스피커

를 통해 택배기사에게 전달됨 

 헬로에 탑재된 카메라는 4:3의 비율의 고화질 촬영이 가능하며, 네스트에서 출시한 다른 카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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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비디오 초인종 헬로와 헬로 앱으로 방문자를 확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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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 마찬가지로 ‘네스트 캠 IQ’라는 동작 감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고 적외선(IR) 촬영도 가능해 

야간에도 영상을 비출 수 있다고 함 

 네스트 헬로는 2018년 1분기에 시판될 예정인데, 판매 가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네스트 헬로는 스마트 홈의 일부로서 보안을 담당할 수 있으며, 구글 홈(Home)과 연계할 

경우 얼굴인식 기능 등을 활용해 사람을 대신한 지능적 대응도 가능할 전망 

 헬로는 수동적으로 대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앱을 통해 현관 앞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

으므로, 집밖에 있는 경우라도 영상을 보며 수상한 사람이 보일 경우 스피커를 통해 마치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대응할 수 있음 

 구글과 아마존 등은 현재 인공지능 스피커를 스마트 홈의 허브로 삼고 각종 스마트 홈 기기 및 

IoT 센서들과 연결하고 있으며, 구글 홈과 헬로가 연결되고 구글 클라우드 상의 얼굴인식 기능

과도 연계된다면 사람을 대신하여 구글 홈이 방문자를 대응하는 것도 가능해 짐 

 (Engadget, 10. 4 & Newsday, 10.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