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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CES 2020 Review는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사용자들이 사례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직접 찍은 사진 위주로 작성했고,  
일부 촬영이 불가능했던 사례들의 경우 외부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달아놨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좋은 분석자료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골고루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MART CITY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교통 기술 진화 및 서비스 확대



주차관리 및 차량보안
도심에서 앱을 통해 주차장 검색, 가격 비교, 
실시간 주차 공간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 공유 
차량의 경우 보안 기술 강화

iParking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주차관리 및 차량보안
도심에서 앱을 통해 주차장 검색, 가격 비교, 
실시간 주차 공간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 공유 
차량의 경우 보안 기술 강화

Fybr 
스마트시티 플랫폼



LiDAR 센서 활용 확대
최근 꾸준히 가격이 낮아지고 있으며 생산 업
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LiDAR 센서 활용
에 대한 초기 투자금 회수가 용이한 택시 서비
스가 먼저 확대될 것으로 보임

AutoX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LiDAR 센서 활용 확대
최근 꾸준히 가격이 낮아지고 있으며 생산 업
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LiDAR 센서 활용
에 대한 초기 투자금 회수가 용이한 택시 서비
스가 먼저 확대될 것으로 보임

OUSTER 
LiDAR 센서



LiDAR 센서 활용 확대
최근 꾸준히 가격이 낮아지고 있으며 생산 업
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LiDAR 센서 활용
에 대한 초기 투자금 회수가 용이한 택시 서비
스가 먼저 확대될 것으로 보임

Robosense LiDAR 
LiDAR 센서



자동차와 보행자의 소통
자율주행 차량에서 자동차와 보행자와의 소통
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차량 프론트 
섹션의 연출 방법에 대한 연구가 다양해지고 
있음

covestro 
차량 소재 및 프론트 디자인



자동차와 보행자의 소통
자율주행 차량에서 자동차와 보행자와의 소통
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차량 프론트 
섹션의 연출 방법에 대한 연구가 다양해지고 
있음

bertrandt 
자율주행 차량 프론트 디스플레이



자동차 실내 모니터링
운전자와 실내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제스처
를 통한 차량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여 차량에
서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긍정적인 경험을 줄 
수 있도록 지원

eyesight 
차량 탑승자 모니터링



자동차 실내 모니터링
운전자와 실내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제스처
를 통한 차량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여 차량에
서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긍정적인 경험을 줄 
수 있도록 지원

UNIKIE 
차량 탑승자 모니터링



디지털콕핏
자동차가 전기차, 스마트카로 진화하면서 디지
털콕핏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
이며 관련 콘텐츠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임

MOTREX 
차량용 콕핏 미디어 콘텐츠



디지털콕핏
자동차가 전기차, 스마트카로 진화하면서 디지
털콕핏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
이며 관련 콘텐츠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임

BYTON 
전면 디지털콕핏



디지털콕핏
자동차가 전기차, 스마트카로 진화하면서 디지
털콕핏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
이며 관련 콘텐츠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임

BYTON 
전면 디지털콕핏



디지털콕핏
자동차가 전기차, 스마트카로 진화하면서 디지
털콕핏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
이며 관련 콘텐츠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임

BYTON 
전면 디지털콕핏



디지털콕핏
자동차가 전기차, 스마트카로 진화하면서 디지
털콕핏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
이며 관련 콘텐츠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임

AUDI 
전면 디지털콕핏



세분화되는 모빌리티 서비스
OSRAM과 Rinspeed는 이동, 식품 배송 등 
모듈화된 자율주행차량을 통해 제공할 수 있
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시했으며, TOYOTA의 
경우 2018년 소개한 ePalette 뿐만 아니라 
Micro Palette등 목적에 맞는 이동수단을 세
분화 하여 제시

OSRAM x Rinspeed 
MetroSnap_Grab&Go



세분화되는 모빌리티 서비스
OSRAM과 Rinspeed는 이동, 식품 배송 등 
모듈화된 자율주행차량을 통해 제공할 수 있
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시했으며, TOYOTA의 
경우 2018년 소개한 ePalette 뿐만 아니라 
Micro Palette등 목적에 맞는 이동수단을 세
분화 하여 제시

TOYOTA 
ePalette & Micro Palette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현대자동차는 2023년 까지 자동차와 같이 대
규모 생산이 가능한 플라잉카 컨셉을 공개했으
며 PBV(Purpose Built Vehicle: 목적 기반 
모빌리티)와 Hub(모빌리티 환승 거점) 제시. 
TOYOTA는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퍼스널 
모빌리티등의 기술을 현실 환경에서 테스트하
고 개발할 수 있는 연구실험실 Wooven 
CITY(우븐시티) 프로젝트 진행

현대자동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현대자동차는 2023년 까지 자동차와 같이 대
규모 생산이 가능한 플라잉카 컨셉을 공개했으
며 PBV(Purpose Built Vehicle: 목적 기반 
모빌리티)와 Hub(모빌리티 환승 거점) 제시. 
TOYOTA는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퍼스널 
모빌리티등의 기술을 현실 환경에서 테스트하
고 개발할 수 있는 연구실험실 Wooven 
CITY(우븐시티) 프로젝트 진행

TOYOTA 
Wooven City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현대자동차는 2023년 까지 자동차와 같이 대
규모 생산이 가능한 플라잉카 컨셉을 공개했으
며 PBV(Purpose Built Vehicle: 목적 기반 
모빌리티)와 Hub(모빌리티 환승 거점) 제시. 
TOYOTA는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퍼스널 
모빌리티등의 기술을 현실 환경에서 테스트하
고 개발할 수 있는 연구실험실 Wooven 
CITY(우븐시티) 프로젝트 진행

TOYOTA 
Wooven City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Mercedes Benz의 경우 운전자와 기술의 연
결을 더욱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제시했으며 
재활용 소재 및 지속가능 소재 활용

Mercedes Benz 
VISION AVTR



HEALTH CARE
조금 더 가까워진 스마트 헬스케어



Ai 가상 요양보호사
Electronic Caregiver사에서 소개한 
Addison Care는 가상인물을 통해 사용자의 
약 복용 시간 체크, 응급 상황 대처 등 24시간 
케어서비스를 제공. 집에서 간단한 진단 키트
들을 통해 쉽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음

Addison Care는 환자 건강, 케어 비용 절감, 
입원률, 그리고 만성 질환 관리 및 장기 요양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임

Electronic Caregiver 
Addison Care



모바일 기반 건강진단
모바일을 이용하여 이미지만으로 사용자의 심
박수, 산소포화도, 스트레스 등을 분석. 인터
넷 연결 없이도 진단 가능

binah.ai 
이미지 기반 활력징후(건강상태) 모니터링 앱



모바일 기반 건강진단
모바일을 이용하여 이미지만으로 사용자의 심
박수, 산소포화도, 스트레스 등을 분석. 인터
넷 연결 없이도 진단 가능

binah.ai 
이미지 기반 활력징후(건강상태) 모니터링 앱



수면 보조 액세서리
Philips는 헤드밴드, 코골이 방지벨트, 스마트
조명 등 수면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다양하게 
전시

Philips 
딥슬립헤드밴드/코골이방지벨트



수면 보조 액세서리

Ebb Therapeutics 
수면 지원 웨어러블 디바이스



수면 보조 액세서리

UrgoTech 
Urgonight



수면 보조 액세서리

UrgoTech 
Urgonight



수면 보조 액세서리

UrgoTech 
Urgonight



명상/수면 지원 디바이스

Hangzhou Enter Electronic Technology 
Flowtime



명상 지원 디바이스

Neural FLEX Technology 
명상지원 기기



QuietOn 
수면을 위한 노이즈캔슬링 이어폰

수면 보조 액세서리
수면을 위한 노이즈캔슬링 이어폰



스마트 매트리스
Sleepnumber는 사용자 맞춤 온도, 각도, 매
트리스 강도 조절 등을 통해 숙면할 수 있는 환
경 제공

수면산업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관련 업체
들이 다양한 제품을 매년 출품하고 있지만 큰 
변화나 새로운 제품은 적음

Sleepnumber 
Climate 360 Smart Bed



스마트 매트리스
Sleepnumber는 사용자 맞춤 온도, 각도, 매
트리스 강도 조절 등을 통해 숙면할 수 있는 환
경 제공

Sleepnumber 
Climate 360 Smart Bed



스마트 매트리스
Sleepnumber는 사용자 맞춤 온도, 각도, 매
트리스 강도 조절 등을 통해 숙면할 수 있는 환
경 제공

Sleepnumber 
Climate 360 Smart Bed



침대 온도조절 패드
사용자 맞춤 온도조절 침대 패드

OOLER 
침대 온도조절 시스템



약 없이 치료해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약물복용 없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편두통, 멀미, 입덧 등을 완화 및 
해소시켜줄 수 있는 제품들이 소개 됨

Wat Med 
웨어러블 치료기기



뇌운동 웨어러블 디바이스
뇌파, fMRI 측정 등을 통해 사용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집중력, 기억력, 수면 등에 도움을 주
는 제품

BrainUp 
뇌건강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개인용 공기청정기

AirTamer 
개인용 공기청정기



수면을 위한 조명과 사운드
수면에 도움을 주는 조명과 사운드 제품은 매
년 꾸준히 소개되고 있음

Sleepace 
스마트 수면 조명



수면을 위한 조명과 사운드
수면에 도움을 주는 조명과 사운드 제품은 매
년 꾸준히 소개되고 있음

LBell Sunrise 
Wake-up Light 



수면을 위한 조명과 사운드
수면에 도움을 주는 조명과 사운드 제품은 매
년 꾸준히 소개되고 있음

Sound oasis 
사운드 테라피 시스템



SMART HOME
꾸준히 소개되는 스마트 홈 제품/서비스



비가전의 가전화
IoT와 AI기술이 주방과 욕실공간에 적용되면
서 가구와 가전이 서로 연동되어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

KOHLER 
IoT, AI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맞춤 주방/욕실



비가전의 가전화
IoT와 AI기술이 주방과 욕실공간에 적용되면
서 가구와 가전이 서로 연동되어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

KOHLER 
IoT, AI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맞춤 주방/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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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와 AI기술이 주방과 욕실공간에 적용되면
서 가구와 가전이 서로 연동되어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

KOHLER 
IoT, AI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맞춤 주방/욕실



비가전의 가전화
IoT와 AI기술이 주방과 욕실공간에 적용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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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LER 
IoT, AI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맞춤 주방/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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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LER 
IoT, AI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맞춤 주방/욕실



비가전의 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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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I20200109_0015962661

식물재배기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적합한 씨앗 패키지를 
골라 LED 광원과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식
물을 키우는 제품

- 이전까지 주로 중소기업에서 가정용 소형 
제품을 출시한 것과 달리 올해는 삼성과 
LG에서도 첫 선을 보임. 두 기업 모두 냉장
고 형태의 금속 외장재를 사용하여 고급화 
함


- 계속해서 관련 제품이 소개되고 있으나 아
직 가정에서 쓰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임

삼성전자 
식물재배기

http://www.newsis.com/view/?id=NISI20200109_001596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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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hing 
대량 식물재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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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Appliances 
Garden Kitchen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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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재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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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어락
디지털 도어락의 경우 기본적인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지만 IoT, AI 등 최신 기술들이 
계속해서 추가되면서 지문인식, 모바일 연동, 
음성인식, 안면인식 등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
되어 출시되고 있음

- 자물쇠를 열쇠 대신 지문을 이용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제품 등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제
품에 기술을 접목한 참신한 제품이 다수 소
개됨

igloohome 
지문인식, 모바일연동 디지털 도어락



스마트 도어락
디지털 도어락의 경우 기본적인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지만 IoT, AI 등 최신 기술들이 
계속해서 추가되면서 지문인식, 모바일 연동, 
음성인식, 안면인식 등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
되어 출시되고 있음

- 자물쇠를 열쇠 대신 지문을 이용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제품 등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제
품에 기술을 접목한 참신한 제품이 다수 소
개됨

igloohome 
지문인식, 모바일연동 디지털 도어락



스마트 도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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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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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모바일연동 디지털 도어락



스마트 도어락
디지털 도어락의 경우 기본적인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지만 IoT, AI 등 최신 기술들이 
계속해서 추가되면서 지문인식, 모바일 연동, 
음성인식, 안면인식 등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
되어 출시되고 있음

- 자물쇠를 열쇠 대신 지문을 이용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제품 등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제
품에 기술을 접목한 참신한 제품이 다수 소
개됨

igloohome 
지문인식, 모바일연동 디지털 도어락



스마트 도어락
디지털 도어락의 경우 기본적인 형태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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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제품 등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제
품에 기술을 접목한 참신한 제품이 다수 소
개됨

benjilock 
지문인식 자물쇠



스마트 도어락
디지털 도어락의 경우 기본적인 형태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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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제품 등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제
품에 기술을 접목한 참신한 제품이 다수 소
개됨

benjilock 
지문인식 자물쇠



스마트 도어락
디지털 도어락의 경우 기본적인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지만 IoT, AI 등 최신 기술들이 
계속해서 추가되면서 지문인식, 모바일 연동, 
음성인식, 안면인식 등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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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됨

SECURAM 
지문인식, 모바일연동 디지털 도어락



스마트 도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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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추가되면서 지문인식, 모바일 연동, 
음성인식, 안면인식 등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
되어 출시되고 있음

- 자물쇠를 열쇠 대신 지문을 이용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제품 등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제
품에 기술을 접목한 참신한 제품이 다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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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어락
디지털 도어락의 경우 기본적인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지만 IoT, AI 등 최신 기술들이 
계속해서 추가되면서 지문인식, 모바일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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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어락
디지털 도어락의 경우 기본적인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지만 IoT, AI 등 최신 기술들이 
계속해서 추가되면서 지문인식, 모바일 연동, 
음성인식, 안면인식 등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
되어 출시되고 있음

- 자물쇠를 열쇠 대신 지문을 이용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제품 등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제
품에 기술을 접목한 참신한 제품이 다수 소
개됨

NETATMO 
전자열쇠



스마트 도어락
디지털 도어락의 경우 기본적인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지만 IoT, AI 등 최신 기술들이 
계속해서 추가되면서 지문인식, 모바일 연동, 
음성인식, 안면인식 등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
되어 출시되고 있음

- 자물쇠를 열쇠 대신 지문을 이용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제품 등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제
품에 기술을 접목한 참신한 제품이 다수 소
개됨

WE.LOCK 
손잡이 형 스마트 도어락



보안 제품/서비스

Hoob  
보안 카메라



보안 제품/서비스

Hoob  
보안 카메라



보안 제품/서비스

ring 
보안 카메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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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g 
보안 카메라 등 



보안 제품/서비스

ring 
보안 카메라 등 



보안 제품/서비스

AMARYLLO 
얼굴인식 보안 카메라


 



HOME TRAINING



VR 홈트레이닝
VR을 이용하여 집안에서도 게임을 하듯 넓은 
공간에서 운동하는 경험을 제공. 운동을 즐겁
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
고 있음

ICAROS 
VR Home Fitness



VR 홈트레이닝
VR을 이용하여 집안에서도 게임을 하듯 넓은 
공간에서 운동하는 경험을 제공. 운동을 즐겁
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
고 있음

ICAROS 
VR Home Fitness



인터렉티브 홈GYM
스마트미러를 통해 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
공하고 스마트 패드와 연동하여 사용자의 상태
를 분석 후 필요한 운동 콘텐츠 제공

M20 
Myo Mirror_IoT Health Platform



인터렉티브 홈GYM
스마트미러를 통해 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
공하고 스마트 패드와 연동하여 사용자의 상태
를 분석 후 필요한 운동 콘텐츠 제공

M20 
Myo Mirror_IoT Health Platform



인터렉티브 홈GYM
스마트미러를 통해 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
공하고 스마트 패드와 연동하여 사용자의 상태
를 분석 후 필요한 운동 콘텐츠 제공

Yogifi 
스마트 요가 매트



인터렉티브 홈GYM
스마트미러를 통해 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
공하고 스마트 패드와 연동하여 사용자의 상태
를 분석 후 필요한 운동 콘텐츠 제공

ECHELON Fit 
홈트레이닝 스마트 미러



인터렉티브 홈GYM
가상화 현실을 오가는 홈 트레이닝

SkyTechSports 
Bot Boxer



인터렉티브 홈GYM

SkyTechSports 
Ski & Snowboard Simulators

가상화 현실을 오가는 홈 트레이닝



전통산업의 테크화



똑똑해진 중장비
두산은 CES 첫 참가를 통해 무인 자동화 건
설 솔루션, 수소연료전지 드론 등 디지털 기반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중장비에서의 디지털
화를 입체적으로 제시

두산 
건설 장비의 디지털화



출처 :https://www.deere.com/en/technology-products/precision-ag-technology/

스마트 농업 비전
John Deere는 농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드론, 자율주행 트랙터를 통해 미래 스마트 농
업의 비전 제시

개별 기계들이 클라우드와 연결되고 협동 작업
을 수행하는 등 전통산업의 미래 전략을 볼 수 
있었음

John Deere 
농기계의 디지털화

https://www.deere.com/en/technology-products/precision-ag-technology/


Alexa와 함께하는 CITIZEN
전통적으로 시계만 만들었던 CITIZEN은 이
번 CES에서 Alexa스피커가 결합된 제품 소
개

- 연관성 없어보였던 기업들도 AI 기술을 반영
하며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
이 보임

CITIZEN 
인공지능 스피커가 결합된 시계



Alexa와 함께하는 CITIZEN
전통적으로 시계만 만들었던 CITIZEN은 이
번 CES에서 Alexa스피커가 결합된 제품 소
개

- 연관성 없어보였던 기업들도 AI 기술을 반영
하며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
이 보임

CITIZEN 
인공지능 스피커가 결합된 시계



대기업 동향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전쟁
삼성과 LG는 마이크로LED, 8K 디스플레이 
등 매년 향상된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디스플
레이는 한국기업 중심으로 선두를 유지할 전망

LG 
NEW WAVE(곡면디스플레이)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전쟁
삼성과 LG는 마이크로LED, 8K 디스플레이 
등 매년 향상된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디스플
레이는 한국기업 중심으로 선두를 유지할 전망

LG 
NEW WAVE(곡면디스플레이)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전쟁
삼성과 LG는 마이크로LED, 8K 디스플레이 
등 매년 향상된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디스플
레이는 한국기업 중심으로 선두를 유지할 전망

LG 
NEW WAVE(곡면디스플레이)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전쟁
삼성과 LG는 마이크로LED, 8K 디스플레이 
등 매년 향상된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디스플
레이는 한국기업 중심으로 선두를 유지할 전망

LG 
롤러블 TV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전쟁
삼성과 LG는 마이크로LED, 8K 디스플레이 
등 매년 향상된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디스플
레이는 한국기업 중심으로 선두를 유지할 전망

LG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전쟁
삼성과 LG는 마이크로LED, 8K 디스플레이 
등 매년 향상된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디스플
레이는 한국기업 중심으로 선두를 유지할 전망

LG 
OLED 8K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전쟁
삼성과 LG는 마이크로LED, 8K 디스플레이 
등 매년 향상된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디스플
레이는 한국기업 중심으로 선두를 유지할 전망

LG 
UltraGear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전쟁
삼성과 LG는 마이크로LED, 8K 디스플레이 
등 매년 향상된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디스플
레이는 한국기업 중심으로 선두를 유지할 전망

LG 
LG Objet_슬라이딩 TV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전쟁
삼성과 LG는 마이크로LED, 8K 디스플레이 
등 매년 향상된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디스플
레이는 한국기업 중심으로 선두를 유지할 전망

삼성 
The Wall_마이크로LED 확장형 디스플레이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전쟁
삼성과 LG는 마이크로LED, 8K 디스플레이 
등 매년 향상된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디스플
레이는 한국기업 중심으로 선두를 유지할 전망

삼성 
QLED 8K



가전회사의 모빌리티 연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가전업체에서 모빌
리티를 전시했지만 이번 CES의 경우 대기업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 기업들
이 자체 연구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보
임

- 전자제품 기업은 모빌리티 연구를 하는 반
면 모빌리티 기업은 모빌리티의 디지털화
(제품화)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업계의 영
역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LG 
커넥티드카



가전회사의 모빌리티 연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가전업체에서 모빌
리티를 전시했지만 이번 CES의 경우 대기업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 기업들
이 자체 연구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보
임

- 전자제품 기업은 모빌리티 연구를 하는 반
면 모빌리티 기업은 모빌리티의 디지털화
(제품화)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업계의 영
역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Panasonic 
연결된 이동성



가전회사의 모빌리티 연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가전업체에서 모빌
리티를 전시했지만 이번 CES의 경우 대기업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 기업들
이 자체 연구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보
임

- 전자제품 기업은 모빌리티 연구를 하는 반
면 모빌리티 기업은 모빌리티의 디지털화
(제품화)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업계의 영
역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BOSCH 
커넥티드 IoT 셔틀



가전회사의 모빌리티 연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가전업체에서 모빌
리티를 전시했지만 이번 CES의 경우 대기업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 기업들
이 자체 연구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보
임

- 전자제품 기업은 모빌리티 연구를 하는 반
면 모빌리티 기업은 모빌리티의 디지털화
(제품화)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업계의 영
역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SONY 
Vision S



가전회사의 모빌리티 연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가전업체에서 모빌
리티를 전시했지만 이번 CES의 경우 대기업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 기업들
이 자체 연구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보
임

- 전자제품 기업은 모빌리티 연구를 하는 반
면 모빌리티 기업은 모빌리티의 디지털화
(제품화)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업계의 영
역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삼성 
5G & Vehicle to Everything



가전회사의 모빌리티 연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가전업체에서 모빌
리티를 전시했지만 이번 CES의 경우 대기업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 기업들
이 자체 연구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보
임

- 전자제품 기업은 모빌리티 연구를 하는 반
면 모빌리티 기업은 모빌리티의 디지털화
(제품화)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업계의 영
역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SK 
5G 기반 미디어/모빌리티/배터리



가전회사의 모빌리티 연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가전업체에서 모빌
리티를 전시했지만 이번 CES의 경우 대기업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 기업들
이 자체 연구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보
임

- 전자제품 기업은 모빌리티 연구를 하는 반
면 모빌리티 기업은 모빌리티의 디지털화
(제품화)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업계의 영
역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SK 
5G 기반 미디어/모빌리티/배터리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가정형 로봇
삼성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집안의 IoT 기
기들을 컨트롤해주는 지능형 반려로봇 볼리
(Ballie)를 소개. 가정에서의 로봇의 기능과 형
태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음

삼성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가정형 로봇
삼성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집안의 IoT 기
기들을 컨트롤해주는 지능형 반려로봇 볼리
(Ballie)를 소개. 가정에서의 로봇의 기능과 형
태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음

삼성 
Intelligent Robots_Ballie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가정형 로봇
삼성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집안의 IoT 기
기들을 컨트롤해주는 지능형 반려로봇 볼리
(Ballie)를 소개. 가정에서의 로봇의 기능과 형
태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음

삼성 
Intelligent Robots_Ballie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가정형 로봇
삼성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집안의 IoT 기
기들을 컨트롤해주는 지능형 반려로봇 볼리
(Ballie)를 소개. 가정에서의 로봇의 기능과 형
태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음

삼성 
Intelligent Robots_Ballie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가정형 로봇
삼성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집안의 IoT 기
기들을 컨트롤해주는 지능형 반려로봇 볼리
(Ballie)를 소개. 가정에서의 로봇의 기능과 형
태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음

삼성 
Intelligent Robots_Ballie



로봇 가사 도우미
LG에서는 가사일 등을 도울 수 있는 로봇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방향성 제시

LG 
로봇 가사 도우미 CLOi



로봇 가사 도우미
LG에서는 가사일 등을 도울 수 있는 로봇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방향성 제시

LG 
로봇 가사 도우미 CLOi



로봇 가사 도우미
LG에서는 가사일 등을 도울 수 있는 로봇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방향성 제시

LG 
로봇 가사 도우미 CLOi



3D 공간 현실 디스플레이
SONY는 고속 비전 센서와 얼굴인식 알고리
즘을 활용해 기존의 육안 3D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 없던 초정밀 공간 현실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 소개

- 이 기술은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콘텐츠에 쉽게 적용 가능해 엔터테인먼트
와 제품 디자인 등 여러 분야의 크리에이터
들에게 다양한 용도의 입체 콘텐츠 제작 환
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SONY 



3D 공간 현실 디스플레이
SONY는 고속 비전 센서와 얼굴인식 알고리
즘을 활용해 기존의 육안 3D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 없던 초정밀 공간 현실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 소개

- 이 기술은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콘텐츠에 쉽게 적용 가능해 엔터테인먼트
와 제품 디자인 등 여러 분야의 크리에이터
들에게 다양한 용도의 입체 콘텐츠 제작 환
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SONY 
Eye-sensing Light Field Display(육안3D 디스플레이



3D 공간 현실 디스플레이
SONY는 고속 비전 센서와 얼굴인식 알고리
즘을 활용해 기존의 육안 3D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 없던 초정밀 공간 현실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 소개

- 이 기술은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콘텐츠에 쉽게 적용 가능해 엔터테인먼트
와 제품 디자인 등 여러 분야의 크리에이터
들에게 다양한 용도의 입체 콘텐츠 제작 환
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SONY 
Eye-sensing Light Field Display(육안3D 디스플레이



스마트 가전/가구
이제는 평범하게 느껴지는 스마트 옷장, 스마
트 키친은 매년 소개되고 있으나, 큰 변화는 없
음

Haier 
Smart Closet



스마트 가전/가구
이제는 평범하게 느껴지는 스마트 옷장, 스마
트 키친은 매년 소개되고 있으나, 큰 변화는 없
음

Hisense 
ConnectLife



스마트 가전/가구
사용자의 인체치수를 측정하여 사용자와 닮은 
3D아바타를 생성하고 아바타에 옷을 입혀보
며 실제와 같은 가상 피팅을 경험

LG 
ThinkQ Fit Collection



가전의 고급화

LG 
LG SIGNATURE



가전의 고급화

LG 
LG SIGNATURE



스마트폰

LG 
LG 듀얼스크린 스마트폰

LG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기보다 듀얼 스
크린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확장성을 보여주
기 위한 전시로 구성



스마트폰

LG 
LG 듀얼스크린 스마트폰

LG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기보다 듀얼 스
크린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확장성을 보여주
기 위한 전시로 구성



보행보조 로봇

삼성 
 웨어러블 보행보조 로봇 GEMS



삼성과 LG의 경쟁 기업

TCL 
TCL 디스플레이 기술

TCL의 경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삼성, LG
와 경쟁사가 되면서 기술력 또한 경쟁력이 올
라와있음



삼성과 LG의 경쟁 기업

TCL 
TCL 디스플레이 기술

TCL의 경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삼성, LG
와 경쟁사가 되면서 기술력 또한 경쟁력이 올
라와있음



삼성과 LG의 경쟁 기업

TCL 
TCL 디스플레이 기술

TCL의 경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삼성, LG
와 경쟁사가 되면서 기술력 또한 경쟁력이 올
라와있음



AI 플랫폼(구글/아마존)

Google 

구글과 아마존은 자신들의 AI 플랫폼이 우리
생활에 어디까지 들어와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AI 플랫폼 시장의 강자임을 증명

- 이제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인공지능 기술
을 적용하고있는 만큼 AI플랫폼 시장에서
의 구글과 아마존의 역할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임



AI 플랫폼(구글/아마존)

Google 

구글과 아마존은 자신들의 AI 플랫폼이 우리
생활에 어디까지 들어와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AI 플랫폼 시장의 강자임을 증명

- 이제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인공지능 기술
을 적용하고있는 만큼 AI플랫폼 시장에서
의 구글과 아마존의 역할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임



AI 플랫폼(구글/아마존)

Google 

구글과 아마존은 자신들의 AI 플랫폼이 우리
생활에 어디까지 들어와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AI 플랫폼 시장의 강자임을 증명

- 이제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인공지능 기술
을 적용하고있는 만큼 AI플랫폼 시장에서
의 구글과 아마존의 역할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임



AI 플랫폼(구글/아마존)

Google 

구글과 아마존은 자신들의 AI 플랫폼이 우리
생활에 어디까지 들어와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AI 플랫폼 시장의 강자임을 증명

- 이제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인공지능 기술
을 적용하고있는 만큼 AI플랫폼 시장에서
의 구글과 아마존의 역할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임



AI 플랫폼(구글/아마존)

amazon 

구글과 아마존은 자신들의 AI 플랫폼이 우리
생활에 어디까지 들어와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AI 플랫폼 시장의 강자임을 증명

- 이제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인공지능 기술
을 적용하고있는 만큼 AI플랫폼 시장에서
의 구글과 아마존의 역할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임



AI 플랫폼(구글/아마존)

amazon 

구글과 아마존은 자신들의 AI 플랫폼이 우리
생활에 어디까지 들어와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AI 플랫폼 시장의 강자임을 증명

- 이제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인공지능 기술
을 적용하고있는 만큼 AI플랫폼 시장에서
의 구글과 아마존의 역할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임



AI 플랫폼(구글/아마존)

amazon 

구글과 아마존은 자신들의 AI 플랫폼이 우리
생활에 어디까지 들어와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AI 플랫폼 시장의 강자임을 증명

- 이제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인공지능 기술
을 적용하고있는 만큼 AI플랫폼 시장에서
의 구글과 아마존의 역할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임



AI 플랫폼(구글/아마존)

amazon 

구글과 아마존은 자신들의 AI 플랫폼이 우리
생활에 어디까지 들어와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AI 플랫폼 시장의 강자임을 증명

- 이제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인공지능 기술
을 적용하고있는 만큼 AI플랫폼 시장에서
의 구글과 아마존의 역할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임



AI 플랫폼(구글/아마존)

amazon 

구글과 아마존은 자신들의 AI 플랫폼이 우리
생활에 어디까지 들어와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AI 플랫폼 시장의 강자임을 증명

- 이제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인공지능 기술
을 적용하고있는 만큼 AI플랫폼 시장에서
의 구글과 아마존의 역할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임



AI 플랫폼(구글/아마존)

amazon 

구글과 아마존은 자신들의 AI 플랫폼이 우리
생활에 어디까지 들어와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AI 플랫폼 시장의 강자임을 증명

- 이제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인공지능 기술
을 적용하고있는 만큼 AI플랫폼 시장에서
의 구글과 아마존의 역할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임



기타
그 외 주요 제품들



식품 배송 서비스

HUSSMANN 
식품 배송 서비스



식품 배송 서비스

HUSSMANN 
식품 배송 서비스



식품 배송 서비스

HUSSMANN 
식품 배송 서비스



디지털 테라피
흙 놀이를 통해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ULLO 
Inner Garden



디지털 테라피
흙 놀이를 통해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ULLO 
Inner Garden



디지털 카페인 디바이스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없이도 카페인 효과를 
전달하는 AI 기반 디지털 카페인 디바이스

LUPLE 
디지털 카페인 디바이스



휴대용 공기청정기
소형 공기청정기로 공기청정 및 아로마 향을 
함께 발생시키는 제품

OiSHi 
휴대용 공기청정기



가상현실과 현실 연결 게임
유형의 장난감과 디지털 게임이 연결된 게임 
및 교육 서비스

Tori 



인공지능 탁구 로봇
2019년 CES에 이어 2020년에도 소개된 
OMRON의 탁구 로봇은 실제 사람과 대등하
게 경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음

OMRON 
Ping-pong playing robot



인공지능 탁구 로봇
2019년 CES에 이어 2020년에도 소개된 
OMRON의 탁구 로봇은 실제 사람과 대등하
게 경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음

OMRON 
Ping-pong playing robot



화장실 가는 타이밍 예측
화장실 가야하는 시간을 미리 예측하여 중장년
층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제품

Triple W 
DFree



카카오프렌즈 홈킷
카카오프렌즈는 CES에 처음 참가하여 스마트
홈킷을 주제로 스마트체중계, 스마트램프, 스
마트공기청정기, 스마트가습기를 소개 

카카오프렌즈 
스마트 램프



섹스테크(SexTech)
작년 CES까지는 허용되지 않았던 섹스테크 
기업 전시가 CES 2020에서는 허용되어 성인
용품 관련 기업들이 참가함

- 건강의 일부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인
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전
시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됨

MYHIXEL 
남성용 섹스테크 제품



섹스테크(SexTech)
작년 CES까지는 허용되지 않았던 섹스테크 
기업 전시가 CES 2020에서는 허용되어 성인
용품 관련 기업들이 참가함

- 건강의 일부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인
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전
시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됨

Satisfyer 
섹스테크 제품



Innovation Awards
혁신상 수장작





























































시사점



인공지능과 5G기술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많
은 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서비
스 개발 
이제는 새로운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기
보다 현재 바로 경험 할 수 있는 기능과 서비스
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 
미래 기술을 실제 현실에 적용해야만 하는 시기
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음

이번 CES에서는 대기업에 속하는 거의 모든 전
자제품 회사에서 미래형 모빌리티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은 오히려 모빌
리티의 디지털화(제품화)에 대한 비전 제시 
이제는 하나의 영역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다양
한 조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함

미래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라고 생각하는 것에
서 벗어나 이동수단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
구가 진행되고 있음 
현대자동차는 플라잉카와 모듈형 자율주행차, 
환승거점을 제시하며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
를 제시했고, TOYOTA또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대규모 연구단지를 
계획하고 있음 
이제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와 더불어 거시적
인 관점에서의 이동에 대한 플랫폼을 고민하는 
단계에 와있음

인공지능과 5G 기술의 보편화 가전제품,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업계의 경계가 사라짐

자율주행에서 플라잉카까지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



한국은 탄탄한 제조 인프라를 이용하여 제품 중
심의 전시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제품을 연
결하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야 함 
현재 삼성과 LG에서 8K, 마이크로LED 기술
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콘텐츠는 부족
함. 앞으로 앞선 기술에 맞는 콘텐츠 발굴이 매
우 중요해질 전망 
미국의 경우 모바일 전용 스트리밍 플랫폼 퀴비
(Quibi) 등이 소개되며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
이 본격적으로 시작 됨

Electronic Caregiver사의 Addison Care
의 사례처럼 인공지능과 IoT기술을 활용한 원격
진료 및 가상 진료가 가능한 단계에 와있음 
국내에서도 관련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용
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등 의료 관련 규제들
을 개선하여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야 함

중소기업이 주로 개발/생산하던 가정용 식물재
배기시장에 삼성과 LG가 뛰어들면서 관련 시장
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시장에서 모종, 배양액 보
급 등 관련 진출 가능 시장에 대한 고민 필요

한국은 제품 중심  
미국은 플랫폼 중심

원격진료, 가상진료의 상용화  
가까워짐

가정용 식물재배기의  
본격적인 제품화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스마트 홈 환경 구현을 위한 지능형 감성 제품서비스 선행디자인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발행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연구진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어 있으며 활용의 책임은 이용자들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한  
‘스마트 홈 환경 구현을 위한 지능형 감성 제품서비스 선행디자인 개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저작권 관련 별도 협의가 필요하신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한국디자인진흥원  


역량강화본부 선행연구실

T. 031-780-2275ㅣ010-9983-9126  /  E. yhkim@kidp.or.kr

mailto:yhkim@kidp.or.kr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