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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아마존 알렉사 생태계 성과 공개, 180개 국에서 5만 개 이상 스킬 개발

◾ 베를린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8에서 아마존닷컴은 기조연설에 등단해 

음성비서 ‘알렉사(Alexa)’의 성과를 소개하고 생태계 확대를 어필하였음

▸ 기조연설에서 아마존 알렉사 부문 부사장 대니얼 라우쉬는 4년 전 알렉사는 단 한 종류

의 장치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피자를 주문하고 가족과 연락

을 취하기 위해 매일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

▸ 사용자의 평가도 좋은데, 지금까지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알렉사는 10만 회 이상 별 5개 

평가를 받았다고 하며, 알렉사의 개성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알렉사에게 “I 

love you”라고 말을 건넨 횟수가 2018년에 들어서면서 수백만 건에 이른다고 함

▸ 알렉사의 인기는 미국을 넘어, 2016년 영국, 2017년 독일, 2018년 프랑스 등으로 확대되

었으며, 조만간 이탈리아와 멕시코에서도 알렉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함

▸ 라우쉬는 세계 각국에 배포되는 작업이 단순히 번역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며, 가령 스페

인에서는 스페인의 공휴일과 라 리가 경기 결과를 지원하는 등 지역에 따라 맞춤화를 

하고 있음을 강조

▸ 앞으로는 고급 대화 기능을 더욱 지원해 나갈 계획인데, 미국 등에서 제공하는 “캐리 

오버(carry over)” 기능을 소개하며, 맥락에 맞는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시연

◾ 아마존 알렉사의 글로벌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까지 180개 국의 개발자들이 

5만 개 이상의 알렉사 앱을 개발했다고 함

▸ 알렉사를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스킬(Skills)’이라고 부르는데, 아마존은 개발

자들을 대상으로 스킬 개발용 “알렉사 스킬 킷”과 알렉사의 기능을 기기장치에 탑재할 

수 있게 해주는 “알렉사 보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 달러 규모의 “알렉사 펀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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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180개국의 개발자들이 스킬 개

발에 참여하고 있고, 써드파티에 의한 스

킬의 개수는 현재 5만 개 이상임

▸ 알렉사 스킬 개발로 성공하는 사례도 늘어

나고 있으며, 기조연설에서는 알렉사 스

킬로 매달 1만 달러를 버는 22세 학생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하였음

▸ “알렉사 보이스 서비스”를 이용한 알렉사 

기기의 개발 사례로는 스마트 스피커를 

개발한 스타트업 ‘앵커(Anker)’를 소개했으며, 아마존에 처음 문의한 때부터 7개월 만에 

제품 출시에 이를 정도로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함을 어필

▸ 알렉사 지원 기기장치의 수는 2017년 말에 4,000 개 정도였지만, 현재는 2만 개가 넘을 

정도로 급속히 증가 중이라고 함

◾ 아마존에 이어 기조연설에 등단한 제휴기업들은 각자 알렉사를 이용한 제품 개발 사례와 

기대효과에 대해 발표하였음

▸ 터키 베스텔(Vestel)의 CEO인 투란 에르도간은 알렉사를 탑재한 텔레비전 제품 등을 소

개하며, 음성은 가전제품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집안에 많은 리모

컨들이 있어도 혼란스럽지 않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음

▸ 독일 로버트 보쉬 스마트홈(Robert Bosch 

Smart Home)의 가브리엘 웨첼 상무이사는 

바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모

든 가전이 일을 시작해주는 것이 스마트

홈의 편리함인데, 알렉사가 등장하기 전

까지 이러한 스마트홈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강조

▸ 대니얼 라우시 부사장은 아마존 에코 상품 페이지에 게재된 사용자 리뷰 중 일부를 소개

했는데, “알렉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구절이 특히 마음에 든다는 말로 기조

연설을 마무리하였음

<자료> xTech

[그림 2] 알렉사 지원 기기 수의 급증

<자료> xTech

[그림 1] 5만 개 이상의 알렉사 스킬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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