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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시큐리티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서히 시장이 열리고 있는 스마트홈  

 기존 보안사업자들과 IoT 역량 보유한 ICT 사업자들은 보안과 IoT가 결합한 스마트홈 영역에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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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홈시큐리티 관점에서 본 스마트홈 

국내 스마트홈 시장 내 홈시큐리티는 약 5천억 원 규모, ’17년까지 1.1조 규모로 성장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스마트 융합가전 홈 오토메이션 

스마트홈 헬스케어 스마트홈 시큐리티 

스마트 그린홈 스마트 TV&엔터테인먼트 

 22,461  

 2,904  
 10  

 4,968  
 2,020  

 36,545  

스마트 융합가전 홈 오토메이션 

스마트홈 헬스케어 스마트홈 시큐리티 

스마트 그린홈 스마트 TV&엔터테인먼트 

 전체 스마트홈 시장(‘13년 현재 약 7조 원) 내 스마트홈 시큐리티는 7% 점유 

 스마트홈 시장은 스마트홈시큐리티, 융합가전, 홈오토메이션, 헬스케어, 그린홈, 스마트TV 및 홈엔터테인먼트로 구성 

국내 스마트홈 시장 현황 (2013년 현재)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 추이 

4,968 

68,908 

5,465 

82,393 

6,448 

100,798 

8,190 

129,785 

10,974 

182,583 

총시장 

홈시큐리티 

(단위: 억 원) (단위: 억 원) 

※ 출처: 한국 스마트홈 산업협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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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홈시큐리티 관점에서 본 스마트홈 

홈 시큐리티 시장의 성장과 함께 홈의 외부 침입 방지에서 내부 케어로 서비스 관점 전환 

 독거노인 등 1인 가족의 증가로 집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지/방지하는 서비스에 주목 

 출동보다는 無출동 서비스 중심으로 내부 위기 상황을 즉시 감지해서 고객 및 경찰서, 119 등에 긴급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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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홈시큐리티 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 달러) 

(자료 : Parks Associates) 

(자료 : 후지경제연구소) 

과거  
외부 침입자 방지 

현재  
내부 리스크 감지 및 거주자 care 

일본의 홈시큐리티 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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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홈시큐리티 관점에서 본 스마트홈 

보안 장비의 설치가 간편해지면서 DIY 세트를 통한 맞춤형 보안 서비스가 확산        

 1인 가족, SOHO 등 보안의 범위가 넓지 않은 고객들은 스스로 보안 장비를 저가에 구매해 설치   

 보안업체를 통하지 않아도 Wi-Fi 및 스마트 디바이스와의 연동으로 손쉽게 실시간 파악 및 긴급 통보 가능  

 아마존 및 Home Depot과 Lowe’s 등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 사업자는 DIY 시큐리티 카테고리를 구비 

<Amazon> <Home Depot> <Low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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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홈시큐리티 관점에서 본 스마트홈 

 

 

개인, 사회 

안전 

Safety로 확

장 
현재의 시큐리티 

감시 

생활의 편리함,  
삶의 질 향상 

스마트홈, 헬스케어 

경보 출동 

과거의 시큐리티 

방재, 공공안전 정보보안 

고령자 케어 스마트홈 

건물관리 

원격진료 

미래의 시큐리티 

물리적 외부 침입 방지 

1차적 목적 

기존  : 외부 침입 방지 & 현상 유지  미래 홈시큐리티 : 고객 케어 & 쾌적, 편리한 생활 

 외부의 위험을 감지하고 방어하는 기본 속성은 유지하면서, ICT 활용으로 부가가치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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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홈시큐리티 관점에서 본 스마트홈 

보안사업자, ICT사업자, 플랫폼/단말제조사들은 홈시큐리티를 메인으로 한 상품을 내세워                                

각자의 영역에서 스마트홈 시장에 접근 

전통적 
보안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플랫폼, 
단말제조사 

• 단말 제조 사업자, 신생 스타트업 
• DIY 트렌드에 따른  
  저가 Home Automation 시장 
• 스마트도어락, 스마트CCTV 등 

• AT&T : Digital Life 
• Comcast : Xfinity Home 
• NTT 그룹 
• 소프트뱅크 

• Secom : 마이 닥터 플러스  
• ADT : ADT 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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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통 보안 사업자 동향: SECOM(일본) 

 

 국가적 대재난으로 기업은 물론 개인의 보안/방재 니즈가 크게 증가하며 홈 시장 성장을 촉진  

 2011~14년 SECOM과 종합경비보장의 홈시큐리티 고객 CAGR은 SECOM 8.9%, 종합경비보장 18.0% (법인은 3%대)  

 이전부터 정체기에 돌입한 법인 시장의 대안으로 홈시큐리티 시장에 주목했으나 침투율은 2% 수준에 머물러 왔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홈시큐리티 가입자 증가세 

※ 출처: 각사 IR 기반 재구성 (2014.03) 

82.8 

90.8 

75.8 

97.9 

11.03 12.03 13.03 14.03

법인고객 가정고객(집합주택포함) 

39.7 
44 

14.5 

23.8 

11.03 12.03 13.03 14.03

법인고객 가정고객(집합주택포함) 

업계 1위 SECOM 법인/가정고객 증가추이 업계 2위 ALSOK 법인/가정고객 증가추이 

(단위: 만 건) (단위: 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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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통 보안 사업자 동향: SECOM(일본) 

보안시스템의 온라인화와 출동거점 우위를 결합, 온오프라인 양면에서 독보적 시스템을 구축 

 SECOM의 강점은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시큐리티와 전국 2,800여 개의 거점 통한 긴급 출동 서비스 

 Centralized Security Systems : SECOM 컨트롤센터를 중심으로 이상감지와 출동지시, 긴급통보를 일원화한 시스템 

 최근에는 자율형 비행감시로봇을 개발하여 센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보안에 ICT를 적극적으로 도입   

Centralized Security Systems 

SECOM 
컨트롤센터 

SECOM 
긴급출동거점 

이상 신호 송신 
(통신 네트워크) 

긴급 출동 지시 

긴급 대처 

필요에 따라 
통보 

경찰서 
 

소방서 
 

가스 
회사 

온라인 시큐리티의 
시스템화 

고객 정보의 집합소 

고객 

센서 
/단말 

화상인식 처리기술 
CCTV, 센서, 단말의 진화 

SECOM이 
 개발한 
자율형  
소형비행 
감시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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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통 보안 사업자 동향: SECOM(일본) 

고령화와 자연재해에 의한 개인불안에 대응하며 불모지에 가깝던 홈시큐리티 시장을 창출 

 1980년대부터 가장 빨리 홈시큐리티 시장을 선점했으나 일본의 홈시큐리티 이용률은 2%에서 정체   

 동일본 대지진과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개인의 노후/안전에 대한 불안에 적극 대응하며 100만 돌파  

 실버세대를 SECOM 홈시큐리티 사업의 차기 고객으로 보고 의료/보험과 연계한 실버케어에 큰 관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까지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하고,  

이중 간호/간병이 필요한 고령인구는 700만 명 수준으로 이들과 관련된 보안/의료/요양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출처 : SECOM, 일본통계청, 후생노동성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실버케어 니즈 급증 동일본 대지진 후 증가한 지진에 대한 불안감 

69.8 

61.9 

48.6 47.3 

31.7 
36.6 

23.5 

9 7.2 
2.6 

노후 건강 지진 이상기후 고령화  

매우그렇다 

그렇다 

(단위: %)  

※ 출처 : SECOM, 현대 일본인의 불안에 관한 의식 조사(14.03) 

‘10 ‘15(E) ’25(E) 

1억2,806만 
1억2,660만 

1억2,066만 

23% 

27% 
30% 

506만 

586만 

734만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비중  

간병필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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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통 보안 사업자 동향: SECOM(일본) 

 

 SECOM Nurse 센터 및 간호전문업체들과 연계해 방문 간호와 보안을 결합한 ‘마이닥터 플러스’ 개시 

 실버고객의 건강에 이상 발생 시, 전용 휴대단말로 긴급통보. 필요 시 전문간호 인력 방문 가능  

 간병 전문회사인 ‘니치이학관’, ‘쯔쿠이’와의 제휴로 방문서비스를 추가(경쟁사는 방문 서비스 없음) 

 이외에도 간병/재택의료 관련 사업체를 다수 인수하고 SECOM의 자체 실버타운을 건립하는 등 실버사업 확대 집중 

 간호/간병 파견 부분은 전문 제휴사에게 일임해 유사 시의 인명 피해에 대비 

통신 및 간병과 실버케어를 결합한 융합서비스로 새로운 홈 서비스 영역 개척 

SECOM

SECOM 컨트롤센터

Secure 데이터센터

SECOM Nurse 센터

24시간 SECOM
간호사 상담

이상 발생, 긴급 통보

SECOM 요원 출동

119에 통보

휴대폰으로
간호사와도 상담
(통화요금 별도)

고객 요청 시,
제휴 간호업체에
간호 서비스 의뢰

전문 간호사 방문

간호 전문업체

㈜ 니치이 학관
㈜ 쯔쿠이

이용자

SECOM 마이닥터플러스
전용 단말 (KDDI 마모리노3)

이용자의 주소, 연
락처, 가족 연락
처 등 관리

보안+간병+통신을 결합한 마이닥터 플러스’ 

월 1,800엔 

(단말포함,  

통신요금별도  

16엔/30초) 

 

출동은 회당 

5,000엔 

(긴급상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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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통 보안 사업자 동향: ADT(미국) 

120억 달러 규모의 미국 Home 및 SOHO 보안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유 

112.0 
121.6 127.8 

135.8 
14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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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013 2014 2015 2016 2017

Home 및 SOHO 보안 시장 전망 (미국) 

(단위: 억 달러) 

※ 출처: Ken Research(2013.06) 

홈 서비스의 시장 보급률 비교 (미국) 

※ 출처: ADT 

100% 

83% 

75% 

19% 

1% 

0% 50% 100%

모바일 

인터넷 

HDTV

보안 

홈 

오토메이션 

(?) 

(?) 

 미국 Home 및 SOHO 시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 

 보안 시장 보급률은 19%에 불과, 모바일, 인터넷, HDTV 등의 비율과 비교하면 추가 성장이 기대됨 

 보급률이 1%, 2%인 한국과 일본에 비하면 높은 편이나, 단독주택·강력범죄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니즈가 존재 

CAGR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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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통 보안 사업자 동향: ADT(미국) 

전보회사에서 출발한 140년 역사의 ADT는 현재 북미지역의 Home, SOHO 보안 1위 

 Tyco로부터 2011년도에 미국 및 캐나다 지역 사업부가 분리된 ADT는 북미지역  

Home 및 SOHO(Small Business) 시장에서 6,500,000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물리보안 1위 사업자 

 ADT 주요 연혁 

2011 Tyco 사에서 ADT North America Residential 
and Small Business Security로 독립 분리 

2010 스마트 홈 서비스인 ADT Pulse 출시 

1874 American District Telegraph 전보회사 설립 

1909 모회사 Western Union이 AT&T에 인수되면서 
AT&T의 손자 회사로 합병 

1969 AT&T에서 분리 

1997 Tyco에 인수됨 

– ADT는 북미지역의 7,500 ft2 이하(697 m2, 210평) 
지역의 사업권 보장(~2014년 9월 28일) 

(단위: 백만 달러) 

 2,248  
 2,591  

 3,110   3,228   3,309  

 474   504  
 693   722   735  

2009 2010 2011 2012 2013

Total Revenue Operating income

ADT 최근 5년 실적(2009~2013) 

※ 출처: ADT 

2009 2010 2011 2012 2013 

376 
394 

421 

(단위: 백만 달러) 

243 
239 

NET INCOME 5개년 변화 추이(2009~2013) 

10.1% 

11.6% 

CA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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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통 보안 사업자 동향: ADT(미국) 

24시간 보안 기능에 ICT 기반의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을 추가한 Pulse를 선제적으로 출시 

 ‘스마트 혁명’으로 인프라 보급 및 고객 니즈가 증가하여 ICT를 활용한 Pulse 서비스를 런칭(‘10.10) 

 보안 사업자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잠재 경쟁자인 ICT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선제 방어하려는 목적 

 원격에서의 감시 및 컨트롤 기능이 강화된 홈 오토메이션을 통해 스마트 홈 시장 진입의 초석 마련 

온도 모니터링 

– 온도 변화 감지하여 
파이프 동파 방지 

연기 및 화재 모니터링 

– 연기 및 화재 감지 시, ADT센터에서 
고객 및 소방서에 통지 

도둑 모니터링 

– 알람 탐지 시, 고객 및  
경찰서에 실시간 신고 

홍수 모니터링 

– 수해 예상 시 고객에게 통지 

일산화탄소 모니터링 

– CO 누출 감지 

의료 경보 모니터링 

– 버튼 호출 시, ADT 센터와 인터폰 통화 
– 응급 사태 시 관련 기관에 통지 

<멀티 디바이스 지원> 

<다양한 App 제공> 

기존 ADT 서비스 
 

 24 시간 시큐리티 모니터링 

ADT Pulse 
 

 24시간 시큐리티 모니터링 
 원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어락/ 조명 및 

온도/비디오 모니터링 등을 지원 
 음성 제어를 지원하는 Pulse Voice (업계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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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통 보안 사업자 동향: ADT(미국) 

기존 상품 대비 높은 ARPU의 Pulse가 확산되면서 전체 매출 대비 기여도도 빠르게 증가 

 Pulse의 ARPU는 기존 제품의 ARPU 보다 월 $7 정도 높은 프리미엄 제품(Pulse $50 vs. 기존 $43) 

 총 매출에서 Pulse가 차지하는 비중이 출시 초기(‘11 초)에 비해 2.5배 가량 상승한 32%(’13.4Q) 

14% 

32% 

10%

15%

20%

25%

30%

35%

1Q.11 3Q.11 1Q.12 1Q.13 4Q.13

Pulse의 총 매출 기여도 증가 추세 

 715  
 968   1,059  

 2,395  
 2,260   2,250  

 -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2011 2012 2013

ADT Pulse ADT 기존 사업 

(단위: 백만 달러) 

총 매출 대비 Pulse 매출 비중 Pulse 및 기존 사업의 매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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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혁명이라는 트렌드에 Pulse로 선제 대응한 ADT는 후발 ICT 사업자를 압도 

 

AT&T  

Digital Life 

Comcast 

Xfinity Security 
ADT Pulse 

공통 기능 

24시간 홈 모니터링, 모바일 App 원격 제어, 무선 키패드(IHD) 

실내 경보기, 센서류(창문, 동작, 화재 등 – 세부 구성은 다소 상이) 

월 요금 
(프리미엄 패키지) 

$39.99 
(Smart Security) 

$49.95 
(Home Secure 350) $49.99 

약정 계약 기간 2년 2년 
3년 

(캘리포니아만 2년) 

장비 및 설치비 
(프로모션 할인 제외) $249.99 $399 $399 

실내 경보 원격 리모콘 접촉 센서 키패드(IHD) 모션 센서 연기감지기 유리창 센서 

가입자 수 
(ADT, AT&T 발표 및 Parks Associate 추정) 

140,000 
(’14.9) 

70,000~85,000 
(’13) 

880,000 
(’14 초) 

출시 시기 2013. 4월 2011. 6월 2010. 10월 

 ADT Pulse가 제품구성과 서비스요금은 경쟁사와 유사 혹은 열세지만, 가입자 수는 큰 격차 우위 

 원격에서 관리와 제어가 가능한 홈 모니터링 보안 서비스라는 점에서는 거의 유사 

 ADT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도 ADT Pulse가 후발사업자를 압도할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 

II. 전통 보안 사업자 동향: ADT(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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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네트워크 사업자 동향 

유무선 네트워크와 기존 가입자 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스마트홈을  

중심으로 홈시큐리티 시장에 진출 중이나 아직은 초기 단계  

 기존 가입자를 활용한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과 네트워크 경쟁력이 기존 보안전문업체 대비 특장점 

 자체 역량보다는 디바이스/플랫폼 사업자와의 M&A나 제휴를 통한 형태로 융합보안 시장에 진입 시작  

 사업 매출이나 가입자를 추정할 만큼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엔 아직 시기상조인 상황  

※ 출처: Parks associates (2013)  
AT&T는 현재 14만 가입자 확보(‘14.9 기준) 

사업자 명 누적 판매 추정 

Comcast 70,000~85,000 

AT&T Digital Life ※ 35,000~40,000 

TWC 40,000~50,000 

Cox Communications 25,000~30,000 

Bright House Networks 3,000~6,000 

Comporium 5,000~8,000 

Frontier 
Communications 

5,000~7,000 

미국 네트워크 사업자의 스마트홈 판매 추정치  네트워크 사업자의 보안시장 진입 유형  

1 관련 사 M&A를 통한 자체 서비스 제공  

2 플랫폼/디바이스 사업자와의 제휴   

- 부족한 보안관련 역량을 M&A를 통해 내재화 

- AT&T의 보안플랫폼 사업자 인수를 통한 Digital Life 전개 

- 플랫폼 사업자들의 솔루션을 제휴를 통해 이용하거나  

- 단말 사업자들의 단말을 통신사에서 전용 통신상품과  

함께 판매, 혹은 물리보안 사업자와의 제휴로  

출동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형식  

- 일본 Softbank,  미국 Comcast, Verizon 등  

대다수의 네트워크 사업자가 선택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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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네트워크 사업자 동향 

 무선기반으로 다양한 센서 및 카메라가 한 가지 앱에 통합되어 CCTV, 현관, 도어락, 조명, 온도,  

가전제품 등을 외부에서 제어 가능  스마트폰을 통한 홈오토메이션+보안 지원 (2013.04)  

 스마트홈 솔루션 전문 기업 Xanboo를 인수(2010), 보안 기술 개발 역량을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준비   

 가입하고 있는 인터넷, 모바일, 유선전화 업체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   

AT&T는 개방형 서비스인 Digital Life를 통해 스마트홈 서비스 전개  

개방형 무선 기반 솔루션 노인 care 서비스 출시 글로벌 라이센싱 사업 

•노인케어를 위한 Digital Life Care라는 
서브 브랜드 출시(‘14.09) 
–비공개 서비스 후 2015년 상용화 예정 
–다양한 케어 장비와 예측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이 독립적인 일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 

침대 센서 서랍장 
센서 

세면대 
센서 

 떨어져 사는 노인의 
행동 감지 후, 

 자녀/간병인의 
스마트폰에 통지 

•Digital Life의 글로벌 플랫폼化 
–국내 판매 뿐 아니라 해외 
라이센싱이라는 새로운 수익원 마련 
 

• Telefonica를 통해 유럽 진출(‘14.09) 
–Digital Life의 첫 해외 진출 사례 
–2015년 1분기에 무료 시범 사업 예정 

•무선 기반으로 센서 및 카메라가 
통합되어 원격 제어 
–CCTV, 현관 , 도어락, 조명, 온도, 
가전제품 등의 외부 제어 

–스마트폰을 통한 홈 제어 + 보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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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네트워크 사업자 동향 

 iControl Networks의 스마트홈 플랫폼을 기반으로 Xfinity Home Secure 개시(2011. 2H) 

 월요금은 AT&T에 비해 다소 고가지만, Comcast의 케이블/인터넷 상품과 결합 시 추가 할인  

 결합상품의 가입 발판으로 기능: Xfinity Home 가입자의 2/3은 ‘케이블TV + 보안’ 결합상품을 이용 

무선 키패드 
유리창 파손  
감지센서 

키체인 리모콘 전력컨트롤러 

연기감지기 
유리창 파손  
감지센서 

모션 센서 원격 사이렌 

Home secure 300 Home Secure 360  

공통 
24/7 보안, 배터리/무선 백업 
실시간 SMS/메일 경보전송 
비디오모니터링 화재 경보 

프리미엄  
옵션 

비디오 녹화/비디오 알람, home warranty 
plan, Eco saver , 추가 온도 조절 장치, 

실내외 카메라, 조명 조절 장치  

월요금 $39.95 $49.95 

장비/설치비 $99 $399 

기타 옵션 
홈컨트롤/전력조절만 가능한  

Home control 150 플랜 선택 가능  
Comcast 상품 결합시 추가 할인 

Xfinity Home Secure 서비스 관련 설비 

※ 출처: Comcast 홈페이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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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네트워크 사업자 동향 

Softbank는 출동경비업체와의 제휴로 저렴하고 심플한 보안/출동 서비스 제공에 집중 

 별도 공사가 필요 없는 부착형 모니터링 단말과 개폐센서 설치로 홈시큐리티 및 실버케어 타게팅  

 문/창문개폐를 감지해 외출유무나 외부침입을 감지, 부재모드는 일정시간 동안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등록된 번호로 SMS를 송신해 실버케어 목적으로 이용 가능  

 본체 가격도 23,520엔으로 미국의 서비스들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개인/가정 보안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   

 보안 업계 3위인 센트럴경비보장과의 제휴로 비상 시 현장출동도 가능 (현재 4개월 무료 promotion) 

미마모리홈시큐리티(월 467엔) CSP미마모리어시스트(월 540~840엔) 

센서가 이상을 감지 

대음량의 경보음 발생  

경비원이 현장에 출동  

• 인터폰 호출 
• 상황확인과 함께 일차 대처 
• 임의의 경비연락처에 연락  

SMS로 이상통지  

계약자 경비회사 경비회사에 출동요청 

※ 출처: Softban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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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네트워크 사업자 동향 

유선 사업자인 NTT동서일본에서도 소프트뱅크와 유사한 홈시큐리티 서비스 제공  

 전용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외부로부터의 침입 발생 시,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메일로 통지 

 보안업계 2위 회사인 ALSOK과의 제휴로 출동서비스도 추가 제공 

 NTT 서일본 인터넷 동시 가입 시 설치비용 면제 

 경쟁사 대비 초기비용과 월 정액 모두 고가인 것이 단점. 향후 NTT텔레콘과의 제휴도 고려 중  

 

기본공사료         1,000엔 
설비공사            1,000엔 
전용카메라         34,500엔 
출동서비스등록료 6,000엔  

월별 비용  

월 정액               500엔 
출동관련추가비용 500엔/월  
(출동시 6,000엔 추가)  

초기비용  

40,500엔 

매월  

1,000엔 

초기 비용 

서비스 요금제 구성  

주택내부를 
카메라로 

감시  

동작인식 
카메라 

메일송신 

주택 내 침입  
통지 

고객 요청에 
따라 

출동(ALSOK) 

Flet’s 
히카리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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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네트워크 사업자 동향 

자동검침전문 NTT 자회사인 NTT텔레콘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B2B 집중감시로 서비스 

차별화가스수도 검침을 활용한 고령고객 안부확인케어로 홈 시장도 진출 중 

 NTT텔레콘은 자동검침/집중감시를 통해 가스/수도 자동검침을 비롯, 물리보안 서비스 제공 

 기존 이용하던 NTT 유무선망을 활용할 수 있어 설치가 상대적으로 저렴/간편 (현재, ISDN, ADSL, 3G 활용 가능)  

 2005년부터 가스, 수도 사용량을 감지, 장기간 미사용 시 지정된 연락처에 통지하는 ‘안심 테레쨩’ 

서비스를 실시하며 실버케어 중심의 홈시큐리티도 확대  

 가스/수도 계량기에 자체 장치를 설치해 일 1회 가스수도 사용량을 지정된 연락처로 송신하여 원거리의 노령부모의 

안부를 확인 실버케어 차원에서 주택관리사업자 및 자치 단체와의 제휴 확대 중 

고령부모 거주지의 수도/가스 사용량 체크, 설정된 연락처로 통보해 사고 예방

가스미터기

검침 E-mail

휴대전화

NTT 텔레콘 센터

NTT 텔레콘의 안심 테레쨩지역케어센터
& 제휴업체

관련 제휴 업체로 통보
※ 출처: NTT텔레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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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플랫폼, 제조사 동향 

보안 전문 플랫폼 사업자와 간편 설치 및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제조사의 시장 진출 활발 

플랫폼 사업자  디바이스 사업자 

 IoT에 기반한 스마트홈 관점에서 홈시큐리티에 접근 

 단말제조/판매보다는 플랫폼 개발과 배포를 통한 

생태계 조성을 선호  

- 편리하게 스마트홈/융합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기존 사업자들에게 제공 

 애플, 구글 등이 연이어 참여하면서 스마트폰/태블릿에 

이은 새로운 격전지가 될 가능성 고조  

 기존 관련 단말 제조업체와 스타트업 중심 

 네트워크 사업자나 기존 보안업체에 비해 설치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해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이 최장점 

 WiFi를 이용, 별도의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장점이나 보안의 위험성도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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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플랫폼, 제조사 동향 

구글은 IoT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보안 서비스 접근, 생태계 선제 조성에 주력  

 2014년 1월 인수한 스마트홈 업체 Nest의 홈시큐리티 사업 확장을 위해 클라우드 보안 카메라 업체인 

Dropcam을 인수(2014.6) 

 Dropcam: WiFi를 통해 클라우드에 영상이 저장되는 보안 카메라 업체로, WiFi로 인터넷에 연결하면 

실시간 감시영상 체크 및 실시간 음성채팅, 동작인식, 이메일&앱을 통한 알람 전송 가능 

- 카메라: $149~$199 클라우드 레코딩 옵션 선택 시 연간 $99~$299로 미국 Telco 보안서비스 대비 저렴  

 Nest와 연계해 스마트홈+홈시큐리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택(인수금액은 5억 5,500만 달러) 

 API 개방을 통한 생태계 조성을 우선시해 보안, 자동차, 조명 조절 등 통합적 스마트홈 환경 구상  

 안드로이드 OS 확산 전략과 유사하게 제품 출시보다는 API개방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으로  

구글 중심 생태계 형성과  영향력 확장을 모색  

Nest + Dropcam  
With Google   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Wearable Device: 조본 

조명 컨트롤: LIFX, 로지텍 

스마트홈 가전: 월풀 

도어개폐 시스템: 챔벌레인 

And more…  

Indoor  Outdoor API 개방으로 세력확장 모색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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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플랫폼, 제조사 동향 

iControl은 기존 사업자 및 네트워크, 디바이스 사업자에게 자체 플랫폼을 제공하며 협업  

 2011년부터 홈시큐리티 플랫폼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시장을 선도 중,  

ADT는 물론, Comcast, TWC, Cox Communication 등과 폭넓은 제휴 전략  

• iControl Connected Home 
–인터넷 가능한 모든 단말에서 원격 제어 
–주 기능: Live Video, 사진, 조명 및 온도 
제어, 이메일, 알람, 기후, 교통 및 뉴스 
관련 정보 제공 
 

• ‘04년 설립, ‘11년부터 적극적으로 홈 
시큐리티 플랫폼 사업 선도 
–클라우드에 기반한 보안 플랫폼을 개발, 
실시간 카메라 감시를 통한 홈시큐리티, 
에너지 관리, 실버 케어 등 제공 

홈 시큐리티 관리 솔루션 

• B2B2C 형태로 플랫폼을 제공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의 1억 3천만 
잠재 고객 대상 

 
•ADT 및 Comcast, Cox, Rogers 등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솔루션 제공 
–전통 보안 사업자는 물론, Telco와 
케이블 등 네트워크 사업자, 나아가 단말 
제조사에게 핵심 솔루션을 판매 
 

보안, NW사업자의 핵심 플랫폼 

1. Openhome Device 인증제 
–센서, 온도계, 도어락, 조명, 카메라 등 
스마트홈 단말 제조사에게 문호 개방 

–자사의 Connected Home에 쉽게 연동, 
통합할 수 있는 방안 제공 
 

2. Openhome App 개발 프로그램 
–3rd party 개발자에게 Connected 
Home의 API 제공 
 

파트너쉽을 통한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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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플랫폼, 제조사 동향 

PC, 스마트폰 액세서리 전문 사업자 Belkin은 저렴하고 간단한 홈 오토메이션 WeMo 출시 

 

WeMO 스위치($49.99) 조명 스위치($49.44) 

스위치 + 모션 센서($79.99) LED 조명 세트($99.99) 

WeMo 라인업 

전원 스위치 제어 히터 전원 On 

App을 통해 접속 

WeMo 기본 구성  

 스마트 플러그 및 스위치, LED 전구, 모션 센서, 조명 장치 등을 WiFi를 통해 웹과 앱에서 제어  

   ※ IoT 개념의 창시자인 케빈 애슈턴 벨킨 청정기술부문 사장이 WeMo 개발 총괄 

 상용 모델 중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구조: 홈 패드 등이 불필요하며 클라우드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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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Mo는 IFTTT 앱과 연동된 레시피(recipe)를 직접 만들어 개인화된 전원, 조명 제어 가능 

 

 

 

 

IFTTT 레시피 사례 

※ IFTTT (IF This, Then That)는 특정 상황에 따른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는 앱 

   - 현재 124개에 달하는 제휴 앱(G메일, 페이스북, 드롭박스  등)이 자동화 제공 

※ 사물인터넷 분야의 대표 S/W으로 최근 3천만 달러(300억 원) 투자 유치 성공 

매일 아침 7시에 
자동으로 조명 On 

(위치앱과 연동) 
집에 오면 조명 On 

(날씨앱과 연동) 
해가 지면 조명 On 

SMS로 조명 
On/Off 명령 전달 

 정해진 시간/장소/행동 등의 조건에 충족되면 전원, 조명 등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설정  

 예) SMS 문자로 ‘조명 ON’을 보내면 스마트 플러그에 연결된 스탠드 조명이 On 

 IFTTT의 레시피는 사용자들끼리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어 사용자 경험(UX) 측면에서 편의성 제공 

 WeMo 자체에는 프로그래밍 기능이 없지만, 클라우드를 통해 작동하도록 한 것은 비용 측면에서도 큰 장점 

※ 최근 ADT도 ADT Pulse를 쉽게 자동화할 수 있도록 IFTTT와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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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무선으로 작동하는 DIY 홈 시큐리티 시스템 Blink 

 

자유로운 설치 가능 Blink 성능 

 WiFi 무선 기능뿐 아니라,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100% 무선으로 작동 

 전원 및 통신 케이블이 없어 도어, 창문, 창고, 자녀방 등 원하는 곳에 설치 가능 

 동작 센서, 열 센서, 적외선 비전, 마이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카메라가 내장되어 집 안에서 이상 발생 시 

즉시 HD 동영상 촬영 가능 및 iOS 및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집 밖의 주인에게 알람 경보 전송 

 개당 $69, 2개 $119 정도의 가격으로 2014년 말부터 단계적 판매 예정  

 점점 확산되어 가는 DIY 홈 시큐리티 시장에서 별도의 월 사용료 및 복잡한 배선 작업 없이 구현 가능하다는 장점 

 크라우드 펀딩 Kickstarter에서 목표 대비 500% 이상 초과 모금하여 큰 인기 

 9월 4일까지 20만 달러 모금을 목표로 진행,  결과적으로 목표 대비 535% 초과된 106만 달러 모금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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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15년 스마트홈 시장 전망 

다가오는 스마트홈 시장 개화의 First Step으로서 홈시큐리티에 주목할 필요  

 스마트홈 시장은 안전한 삶, 편안한 삶, 즐거운 삶, 경제적인 삶과 함께 맞춤형 가치를 제공 통해 성장 

스마트홈 시장 성장의 키워드  

홈시큐리티 

DIY 내부 
Care 

 네트워크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이  

홈시큐리티 관점에서 접근 

 단말 제조사와 유통 사업자 진출로 DIY 성장 

 외부 침입 방어에서 내부 Care로 관점 변화 

스마트홈의 시큐리티 서비스는  
모니터링과 홈오토메이션으로 진화 

I 

 고객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홈시큐리티 서비스 II 

 IoT 활용으로 스마트홈 서비스의 신뢰도 제고 III 

 출동 대신 무출동 서비스, 설치는 DIY로 전환 

     Ex) 미국, 유럽 보안 서비스는 대부분 모니터링 중심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내부 상황 모니터링이 핵심 

     Ex) ADT Pulse : 집, 직장 모두를 실시간 모니터링 

 고령층, 1인가족, 유아 등 고객별 시큐리티 서비스 제공 

     Ex) SECOM의 고령층 서비스 ‘마이닥터플러스’ 

 고객별 니즈에 맞는 부가가치 제공으로 차별회 

     Ex) 홈시큐리티 + 헬스케어/보험/건물관리 등  
 

 IoT의 도입으로 인식 기술, 추적 기술 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