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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을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품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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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스트는 드롭캠(CCTV )을 인수를 통해 스마트홈의 영역 확장

• 아직 초기 단계인 스마트 홈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전쟁 시작

• 네스트 스마트 홈 플랫폼 공개를 통한 생태계 구축 발판 마련

• 궁극적으로 스마트 홈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가 승리자가 되고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는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NestLab, 3조 3,600억원에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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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열쇠, 센서를 통한 다양한 방식의 잠금 장치 제어

 자동감지를 통해 화면은 녹화되고 기록이 남는다.

 모든 정보는 자체 구축한 시스템에 저장되어 소비자는 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자열쇠를 1회성으로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http://youtu.be/MLuVcVkrW18

Goji Smart Door 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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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 어린이, 장애인 누구나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 소유에서 렌트의 개념으로 바뀔 수 있다.

• 동영상 참고 : http://youtu.be/CqSDWoAhvLU

Google
무인자동차

http://youtu.be/CqSDWoAhvLU
http://youtu.be/CqSDWoAhv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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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 약병

 약병과 인터넷의 결합되어 약 먹을 시간을 알려준다.

 약을 먹으면 먹었다고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다.

 소리와 불빛으로 알려주고 약을 먹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전화.

 약이 다 떨어지면 추가 주문도 넣어 줄 수 있다.

 결핵과 같이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약을 먹을 때는 필수품이다.

www.vitalit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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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ithings.com/eu/baby-monitor.html

Smart Baby Monitor for Working M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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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공간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0분
 교통 체증의 30%는 주차공간을 찾는데서 발생
 도시가 벌어들이는 수익 중 주차료가 2~3위

도시 운영 문제까지 개선하는
사물인터넷의 힘

http://www.street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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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벤티스, 실시간 심장박동 측정기

• 코벤티스는 몸에 붙이는 것만으로 심장박동을 측정한다.

• 이상이 생길 경우 의사에게 데이터로 경고를 해준다.

• 2010년 FDA의 공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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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chielobang.com/blog/2013/10/11/misfit-shine-launch-event-in-singapore-video/

Wearable activity monitor or 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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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gs Body Scale 체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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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o Personal Sleep Coach 수면 코치 – 머리밴드는 좀…

http://dreamstudies.org/2010/11/29/product-review-zeo-personal-sleep-c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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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etslady.com/articles/new_dog_caller_alerts_owner_overheated_dog_5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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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lacksocks.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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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센서와 경보를 통한 분실 감지기 – Hipkey : 블루투스 트레킹(Tracking) 디바이스 제품

http://www.hippih.com/hip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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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전등 27만 -> LG 3.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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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umismart.magic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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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Weather Station

더 좋은 가정 환경을 위해

실내의 온도, 상대습도, CO2(이산화탄소 ) 농도를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http://www.netatmo.com/en-US/product/weather-station/

http:///
http:///
http:///
http://www.netatmo.com/en-US/product/weather-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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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울 때를 알려주는 쓰레기통.
쓰레기 수집이 필요할 때를
알려준다.

http://bigbelly.com/solutions/stations/

http://bigbelly.com/solutions/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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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hisisyourout.com/

어려운 상황 탈출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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