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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가전 신기술 동향
스마트 가전기기 시장 전망
세계 스마트 가전기기 시장규모는 2011년 31억달러에서 CAGR
49.2%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여 2015년에는 152억달러까지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스마트 가전기기 시장규모 전망>

자료 : Zpryme, Smart Appliance Report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2011년 세계 스마트 가전기기 시장의 절
반에 가까운 46.6%(6.6억달러)를 차지할 것이며, 2015년에는 신
흥 시장의 성장에 따라 약간 감소된 3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다음으로 큰 스마트 가전기기 시장을 형성
하고 있는 중국은 2011년에는 세계시장의 11.6%, 2015년에는
18.2%로 점점 확대돼 그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국가별 스마트 가전기기 시장점유율 전망(2015)>

자료 : Zpryme, Smart Appliance Report

상승중인 유럽 전자제품 시장
2009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가전시장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GfK의 서유럽 소비자 인덱스 TEMAX에 따르면, 2010년
2분기 서유럽의 전자제품 총 매출은 423억 유로로 나타났다. 당분
간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추측하고는 있으나, 위기 이전
인 2008년 수준에는 현재로서는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세계 금융
경제위기가 절정이었던 2009년 상반기 대형 전자제품은 최저의
매출수준을 기록했고, 특히 동유럽 지역은 입은 손실이 대규모에
달한다. 그나마 하반기에는 안정세로 돌아섰다.
<서유럽의 전자제품 시장 현황>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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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의 2010년 상반기 대형 전자제품 시장은 3.6 성장률을 기
록하여 회복세를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2.5%에 머물러 약 75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여 2006년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소
형 전자제품의 2010년 2분기는 전년 대비 6%의 성장률로 총 31
억유로의 매출을 나타내었다.

유럽 스마트가전의 새로운 트렌드
대형이나 소형 전자제품 모두 현재의 회복세 이면에는, 바로 ‘스마
트 가전’의 확산과 진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보다 높은 기능
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제품의 아날로그적 특성이 점
차 디지털화되고 무선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 연결이 활성화되고
있다.
참고로 가전의 네트워크화는 단순히 모바일 원격 조정이나 프로그
래밍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로 불
리는 지능형 전력망에 연결돼 전력요금이 가장 저렴할 때 에너지
소비가 이뤄지게 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곧 새로운 ‘스마트 가전’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가는 움직임으
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서유럽 전자제
품 전반의 추후 상승세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기술 응용제품 출시 임박
최근 IT 기능이 탑재된 지능형 신제품을 출시하려는 경쟁이 치열
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미 이와 관련한 제품이 지난 9월 초 베를린
에서 개최된 IFA(세계 가전전시회)에서도 소개된 바가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세탁기 제조회사 Miele는 세탁기능과 건조기능이
함께 갖춰진 제품을 선보인 후 2011년 출시할 계획이다. Miele가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제품에 부여하는 “SG ready” 로고가 부착된
이 제품은, 에너지 공급업체가 전력부담에 따른 요금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요금 정산이 가능한 시스템 등의 조건이 갖추어질 필요
가 있다.

<Miele의 스마트그리드 기능 세탁기>

자료 : http://de.engadget.com
또한 Miele는 “InfoControl Plus”라는 툴을 선보였는데, 이는 모든
가전을 연결해 스마트폰으로 작동과 조작이 가능한 제품이다.
독일 Siemens의 경우, 에너지 공급기업인 E.On과 협력 하에 가전
제품을 독일 남부의 100여 가구에 공급해 현재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스마트 와트(Smart Watt) 모델 시스템을 테스트 중이
다. 이 스마트 와트 모델 시스템은 지능형 가전으로 지능형 전력
계량기인 Smart-Meter를 사용해 전기소켓을 통해 전기 가격정보
를 받아 지능형 가전에 연결해 사용하는 에너지 절감형 제품이다.
이러한 혁신기술 제품이 실생활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지 여부는
2010년 말 1년간의 시범 도입 후 결정될 예정이다.
<미 Tenrehte의 Picowat>

자료 : techfieber.de

여러 전문가들은 현재 기존의 전자제품에 대해 지능형 모듈의 추
가설비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올해 라스베가
스에서 개최된 가전전시회(CES)에서 미국의 Tenrehte가 기존의
세탁기나 냉장고에 무선 인터넷을 부착할 수 있는 어댑터를 선보
여서 추가설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모아졌다. “Picowatt”로 불
리는 이 제품은 무선 인터넷 루터와 소켓, 스위치가 하나로 통합
됐으며, 전기소켓과 전자기기 사이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
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감시 소프트웨어나 Facebook 사용을 통
해 개개 전자제품의 에너지 소비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제품 유통업계의 IT 네트워크화 준비
Electronic Partner의 구매 대표 칼 트라우트만은 현재 전자제품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가 이 분야 유통업계에도 일대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견하였다. 특히 비교적 서비스 의존도가 적은 IT
및 멀티미디어 제품들에서 인터넷 구매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
상하였다.
또한 Computer Reseller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최대 가전 유통기
업인 Media Market가 자체 가전 브랜드를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주요 브랜드 중심으로 형성된 전자제품 유통업
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는 기술적 측면에서 네트워크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구매자 증가에 따른 유통경로 확대에
대비한 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현재 스마트그리드 신기
술을 이용한 지능형 네트워크용 신제품 출시될 예정으로서, 신규상품
및 관련기술 시장진출의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표적인 유통업체인 Media–Market 등의 자체 브랜드 출시
를 앞두고 독일 전자제품 유통에도 다소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
여, OEM 등을 통한 새로운 신기술 제품 진입 가능성 타진과 함
께, 스마트가전 시장 선점을 위한 수출전략 산업화 및 투자 개발
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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