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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과 이름을 나타냅니다. 

홈.가전 의료 교통 환경/재난 제조 건설 에너지 

제품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관련 사이트를 표시합니다. 

무선 통신방식 

제품이 속해있는 사업분야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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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Bulb – 조명 + 화재경보기 

http://goorumlabs.com/ 

홈.가전 의료 교통 환경/재난 제조 건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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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things – 홈 오토메이션   

http://www.smartthings.com/ 

140 개 이상의 다른 홈 디바이스와  연동   

홈.가전 의료 교통 환경/재난 제조 건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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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명령으로 제어하는 비서 

* 정보, 음악, 뉴스, 날씨 등을 물어보면 곧바로 알려준다. 
* 손을 대지 않고 음성으로 편하게 물어보고 제어한다. 
* 방이나 거실 웬만큼 떨어진 곳에서도 말을 알아듣는다. 
* 클라우드에 연결돼 있어서 갈수록 똑똑해진다. 
* 가격: 199달러, 아마존 프라임 회원한테는 99달러. 

http://kwang82.hankyung.com/2014/11/199.html 

Amazon Echo 

홈.가전 의료 교통 환경/재난 제조 건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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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Things + Amazon Echo 

AUGUST 21, 2015 

http://blog.smartthings.com/featured/alexa-turn-on-my-smartthings/ 

홈.가전 의료 교통 환경/재난 제조 건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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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형 연동센서 

https://sen.se/store/mother/ 

주머니에 넣고 걷기, 약병에 붙이기, 아기 옆에, 물병에,  알람, 문 침입자 감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에 오면 알려주고, 칫솔에 부착 

마더(mother) 

Motion Cookies 

홈.가전 의료 교통 환경/재난 제조 건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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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etnotion.com/ 

가속도 
광(빛) 
누수 
온도 
압전 변환 
근접 
평형 

Notion– 부착형 연동센서 

홈.가전 의료 교통 환경/재난 제조 건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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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을 예방하는 전자코 서비스 

음식물의 상태를 판단하는 센서 
 
- 암모니아 센서 
- 휘발성 유기화합물 센서  

https://www.indiegogo.com/ 

페레스(P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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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d Oven : 스마트 오븐 

http://maidoven.com/ 

요리법을 영상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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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antelligent.com/ 

Pantelligent – 스마트 프라이팬 

홈.가전 의료 교통 환경/재난 제조 건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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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칵테일 쉐이커 

http://b4rm4n.com/ 

Precision Weight Sensor 

B4RM4N – 바맨  

홈.가전 의료 교통 환경/재난 제조 건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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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ristcafe.com/ 

Aristcafe - 스마트 커피 바리스타 

홈.가전 의료 교통 환경/재난 제조 건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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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에어 기술 
취침 상태관리 기술 

http://www.sleepnumber.com/ 

Sleep Number Bed(최적의 수면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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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https://youtu.be/teivc8Q-oSA 

http://www.littleriot.com/ 

2011. 7. 12. 

심장 박동 체크 
압력센서 

Pillow Talk(잠자리에서 나누는 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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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중 상태를 분석하여 최적의 상태 유지  

인생의         5시간 이하 수면시 질병이나 사고          교통사고 수면부족이 원인  

http://www2.withings.com/eu/en 

Withings社 Aura 

scales 

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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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 pill 슬립필(사용자 움직임 체크)과 Sense 센스(환경체크)로 구성 

https://www.kickstarter.com/projects/hello/sense-know-more-sleep-better 

Sleep Monitor -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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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ollscout.com/ 

RollScout 화장지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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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reorder.getchui.com/the-world-s-most-intelligent-doorbell 

얼굴 인식기술 
 
실시간 알림 
 
양방향 음성대화 
 
사전 등록 메시지 전달 
 
출입문 자동개폐 
 
홈 오토메이션 연결 

Chui Doorbell 스마트 도어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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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fit 반려동물(강아지)의 건강을 관리 

펫팸족 : pet 과 family 가 합성된 신조어 

http://www.wepetfit.com/en/ 

Pet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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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얼굴과 몸무게를 인식해서 먹이량을 조절해 주는 스마트 자동 급식기 
자동 급식기에 저울과 카메라를 더해 고양이의 상태를 파악 

https://www.indiegogo.com/projects/bistro-a-smart-feeder-recognizes-your-cat-s-face#/story 

Bistro 고양이 얼굴 인식 기반 사료주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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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liwer.com/ 

Fliwer 플리워 – 식물 정원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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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wer 플리워 – 식물 정원관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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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스마트 가든 관리 

스마트 가든 센서 
식물관리 + 워터밸브 
태양광 충전 
 
광센서, 공기습도센서, 온도센서, 
토양수분센서, 토양 영양분센서 
 
솔레노이드 밸브 

https://edyn.com/ 

Edyn 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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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gbar.jp/ring/en 

Logbar Ring(제스처 분석기반사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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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가방 잠금 기술, 스마트 저울기능 

http://bluesmart.com/ 

Bluesmart – 스마트 가방 

가방 손잡이에 설치된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가방의 무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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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odth.com/shop/main/index.php 

매직미러 디스플레이 

 기상정보(시간, 날씨, 
주간날씨, 자외선지수, 
미세먼지농도 등), 화장법, 
헤어스타일, 운동량/ 
체중관리 등의 콘텐츠 이용 

내부 스틱PC 

무선키보드/마우스를 통해 
웹서핑과 영상시청 등 
기본적인 업무도 가능 

모션센서 
 
핸드폰 미러링 기술 

심플렉스 뷰티 - IoT 융합 원목가구 



28 

스카우트를 이마에 대고 10초가 지나면 건강상태를 파악 

스카나두 스카우트(Scanadu Scout) 

https://www.scanadu.com/ 

심박수, 피부/체온, 혈중산소포화도, 혈압, 심전도검사, 정서적 스트레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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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 헬스 트래커 (Cue Health Tracker) 

소량의 샘플 혈액과 체액을 채취해서 사용 
Cue Box + 채취 막대 + 3~5분 후 진단결과 

https://cue.me/#inflammation 

Inflammation 염증 
Influenza 독감 
Testosterone 남성호르몬 
Fertility 배란일 

Vitami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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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상태(공기)를 분석 건강상태와 구취를 측정 

브레써미터 민트 (Breathometer社 Mint) 

https://www.breathometer.com/ 

Breath Quality Sensor 

본질적으로 다른 경제 생태계와  
접목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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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과 연동하여 피부 건강을 관리 유지 – 세계인의 피부 타입데이터 수집 분석 

오쿠 스킨 케어 (OKU Skin Care) 

http://getok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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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측정 센서를 사용하여 자외선 수치를 알려주고 자외선 차단제 추천 

넷타트모 준 (Netatmo June) 

https://www.junebynetatmo.com/en-US/site 

루이비통 디자이너 카밀 토펫의 디자인 
여성을 위한 액세서리 본연의 기능에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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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박동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스티커 웨어러블 디바이스. 
3~7일 사용. 무선충전  

엠프스트립 (Ampstrip) 

http://www.ampstr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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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발견의 중요성이 가장 큰 질병은 암.  
모세혈관이 성장할 때 온도변화 감지 센서 기술 

IT 브라 (IT Bra) 

이미지 출처 : http://news.koita.or.kr/rb/?c=4/14&uid=1358 

유방촬영술(Mammography) 유방초음파검사(Ultrasound) 

유방자기공명영상(MRI) 

유방분자영상(Molecular Imaging) 

광학영상(Optical Imaging) 

융합영상(Fusion Imaging) 

빅토리아 시크릿 스포츠 브라   
Credit : Victoria's Secret 
 
보이지 않게 심박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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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에 모터를 내장해 자동으로 적당한 크기를 조정해주는 제품. 앉으면 살짝 풀어주고 
일어서면 다시 조여 주는 등 스마트한 조절 기능 (프랑스 Emiota社) 

벨티 (Belty) – 스마트 벨트 

지디넷  CES 2015 최악의 기술 선정 
 
- 현대차 선보인 웨어러블(착용 가능한) 기기로 차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 이탈리아  람보르기니가 6000달러(약 660만원)의 가격으로 한정 생산하는 스마트폰 88타우리‘ 
-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벨트 '벨티‘ 
- 세계 최초의 태양전지 웨어러블인 스와로브스키 
- 미스핏의 '샤인‘  
- 손가락 움직임만으로 주변 스마트 기기를 조종할 수 있는 일본 로그바의 반지 
- 주인이 외출했을 때 반려견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펫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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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젤리코스터 벤처기업 

8컵스(8Cups) 

http://8cup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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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핏(Blufit) Bottle  

http://www.blufitbottle.com/faq.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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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마시는 음료를 분석해 칼로리, 수분, 카페인등의 영양정보를 관리 

베슬(Vessyl) 

https://www.myvessy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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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는 시간을 체크하여 환자에게 알려주는 기능  

인텔리전트 약병(Intelligent Pill Bottle) 

http://www.adheretech.com/ 

http://activationideas.com/blog/get-well-kit 

Adheretech 사 Intelligent 

Sanoif사 Get Well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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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떨림 방지 기술을 이용하여 수전증,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스마트 스푼 
손 떨림을 70% 감소  
노인층 증가 파킨슨병 환자 증가추세에 로봇 등 여러 응용분야 
구글 Liftlabs 인수 

리프트웨어 (Liftware) 

https://www.liftware.com/ 

음식 뜨고 

제어 시작 

흘리지 않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S01kn6YJ94 

홈.가전 의료 교통 환경/재난 제조 건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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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패션, 기술의 결합 
전자책 E 잉크사용 – 검, 흰, 회색 
다양한 화면 패턴과 아미지 표시  

룩씨 (Look See) 패션 악세서리 팔씨 

http://www.lookseela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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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핏 (Lumafit) – Interactive Fitness Coach  

개인 전용 트레이너, 헤드 모션 카운터, 심장의 나이를 분석 

http://www.lumafit.com/ 

홈.가전 의료 교통 환경/재난 제조 건설 에너지 



43 

운동중 뇌진탕을 보호하는 안전가이드 

핏가드 마우스 피스(Fitguard Mouthpiece) 

https://www.fitguard.me/ 

홈.가전 의료 교통 환경/재난 제조 건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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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요가를 배우고 싶은 사람을 위한 제품.  
매트 내 21,000개의 센서가 사용자 요가 자세를 교정, 분석 
 

스마트 요가 매트(Smart yoga mat) 

https://smartm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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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관리해 부상을 방지하는 제품 

센소리아 피트니스 양말(Sensoria Fitness Socks) 

http://www.sensoriafitness.com/ 

한번에 6시간, 60 ~ 70회 사용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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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스 (Athos) 

https://www.liveathos.com/ 

운동상태와 근력 수치를 측정하는 휘트니스 운동복 

상의 14개, 하의 8개의 근전도 검사센서 
심장 박동수 센서 상의 2개, 하의 4개 
호흡측정센서 상의 2개 
데이터 수집 Core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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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 (Zikto社 Arki) 

걸음걸이 자세분석을 통해 올바른 걸음걸이 제안 

http://zikto.com/1/w/ 

걷는 자세 교정 

몸의 균형을 분석하여 교정  

생체인증(걸음걸이)을 통한 폰 잠금해제기술 

활동량, 만보계, 칼로리, 수면패턴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전화 메시지 알림 

6축 모션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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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마 (Darma) - 스마트 쿠션 

쿠션에서 자세를 센싱하는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자세교정 
스마트폰과 쿠션을 블루투스로 연결 

http://darm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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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중심인 척추와 허리를 관리해주고 단련시키는 서비스 

호코마 발레도 (Hocoma Valedo) 스위스 호코마 社 

http://www.hocoma.com/en/ 

게임 콘텐츠 
45가지 운동프로그램 
자이로, 가속도, 자력센서 

홈.가전 의료 교통 환경/재난 제조 건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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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걸어서 목 자세를 교정해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파이넥 (Fineck Scanadu Scout) 

다른 트래킹 디바이스와  
다른점 

http://www.fine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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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농구공 – 300$, 2015년 12만$ 매출 

94피프티 (94fifty Smart Basket Ball) 

http://www.94fifty.com/ 

Level Up in Workout Skill Training 

Head to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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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라켓의 그립 부분에 부착, 12,000번의 스윙 데이터 저장 

스마트 테니스 센서(Smart Tennis Sensor) 

Video 녹화와 Data가 동시에  
저장된다. 

http://www.smarttennissensor.sony.ne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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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페달 (Connected Pedal) 
http://connectedcyc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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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 아이 (Mobile Eye) 

http://www.mobileye.com/ 



55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의 31% 가 졸음운전이 원인, 1일 평균 7건 

스마트 글래스와 DSM (Driver Status Monitor) 

http://www.densodynamics.com/ 

홈.가전 의료 교통 환경/재난 제조 건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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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중심의 이동성, 지속성(친환경)을 증진시키는 목표로  
■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간 양방향 통신으로 교통정보를 교환 및 공유하여  
■ 오픈 플랫폼 기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ITS  

C-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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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간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교통사고 예방 

C-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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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이용과 운전행태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자동차 보험  

UBI(Usage Based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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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이용시 속도제한과 차선변경으로 인한 비용 증가 
2019년 모든 요금소에 다차선 요금 징수 시스템 도입 

스마트 톨링(Electronic Toll Collection) 

WAVE(Wireless Access Vehicular Environments) 표준통신규격 시범 확정, 2014년 

http://www.metroinfrasy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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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공기와 음이온화 된 응결핵 발생장치를 안개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설치해 안개를 2~3분이내에 없애는 장치로 안개의 농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시스템이 구동되는 자동제어설비를 갖춘 무인 자동화 시스템 

안개 소산 시스템 

http://expressway.tistory.com/m/post/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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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로세하르데 + 도로건설회사 헤이먼스 

스마트 하이웨이 (Netherlands smart highway) 

http://www.smarthighway.net/ 

차량과 도로가 소통하는 방법 자체를 

다르게 생각 – 고적적인 터치방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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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해 땅이 꺼지기 전 적색신호로 경고…2017년 개발 완료 

싱크홀 신호등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1538191&year=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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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환경 뿐 아니라 학생의 안전, 건강과 신체 발달 분야로 확대 추진 필요 

스마트 스쿨 

엘지전자 http://www.lge.co.kr/lgekr/brand/b2b/index/b2b_lessonSolutio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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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ous. Intelligent. Swarming. Nano Drone – 얼굴인식 셀프촬영기술 

자노 (Zano) 

https://www.kickstarter.com/projects/torquing/zano-autonomous-intelligent-swarming-nano-drone 

http://flyzan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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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고독, 우울증 
과 같은 사회적 문제 
 
파일럿 테스트 결과 사용자 80% 
이상이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 
 
63% 노인이 사회성 개선 

라이블리(Lively) 노인 돌봄 서비스 

http://www.mylively.com/how-i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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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센서 기반의 노인 지키미 서비스 "지금 이루모“ 
고령자가 정든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켜주는 서비스 

이마이루모 (Imairumo) 

생활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화의 계기를 
만들기 쉬워 교류가 
긴밀하게 됩니다. 
 
또한 동거하고 있는 것 같은 
배려를 할 수 있고 안심하고 
떨어져 사는 사람을 지켜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 한 "실내 온도의 
이상”, “장시간의 부재”,  
“부재 실내에서 인체 감지 
센서 반응"등의 이상이 
발생했을 때, 지켜 보는 
측에 메일이 도착합니다. 
센서에 붙어있는 "알림 
버튼"을 눌러도 원할 때 
메일이 보내지기 때문에 
지켜 보는 쪽에서 확인이 
되므로 편리합니다. 

http://www.imairu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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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스마트 워치 닷 (D.O.T) 

http://fingerson.strikingly.com/ 

Out of 285million visually impaired people, 95% cannot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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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성장을 모니터링 하고, 대화 할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벨라비트 쉘 (BellaBeat Shell) 

https://www.bellabeat.com/ 

http://www.pocket-lint.com/news/132311-bellabeat-shell-hear-your-unborn-baby-s-heartbeat-on-your-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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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et 

베이비 모니터 (Baby monitor) 

https://www.owletcare.com/ 
아기 발에 착용 
가속도,  온도센서 
심박수, 호흡, 피부온도,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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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outling 

베이비 모니터 (Baby monitor) 

아기 발목에 착용 
무선 충전 가능 
가속도,  온도센서 
심박수, 호흡, 피부온도, 움직임, 위치 
 

http://www.sproutl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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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o 

베이비 모니터 (Baby monitor) 

아기 옷에 부착 
의복과 거북이 패드로 구성 
아기의 상태뿐 아니라 건강까지도 체크 

http://mimobaby.com/ 

CCTV 를 이용한 제품과 
Wearable 형태 제품과의 장단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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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GLGL (스마트 젖병) 

http://www.slowcontrol.com/fr/baby-gigl/ 

중량센서와 기울기 센서 
우유마신 시간, 양, 젖병 각도 

Hapif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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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스마트 토이 

프렌드 두다 (Friend Duda) 

스마트 폰과 연결되어 무엇이든 
녹음하여 들려주는 기능 

http://www.neoearly.net/ 

NFC 스티커를 이용하여 주변의 
사물들을 스마트화 

인형의 콘텐츠가 스마트 폰 앱을 
통해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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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방지용 팔찌 

리니어블 (Lineable) 

5,000원 
1년 
방수/방진 
iBeacon  

크라우드 소싱 GPS 

http://lineable.net/ 

홈.가전 의료 교통 환경재난 제조 건설 에너지 



75 

주사위 게임 컨트롤러 

다이스플러스 (DICE+) 

http://www.dicepl.us/ 

DICE+ Games 

Action 

Board Game 

Educational 

Kids 

Party Game 

Pu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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