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Wearable) 단말 시장, ‘시계’에서 ‘팔찌’나 ‘셔츠’로 판도 변화 조짐

웨어러블(Wearable) 단말 시장, ‘시계’에서
‘팔찌’나 ‘셔츠’로 판도 변화 조짐
지속적인 효용성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혁신 제품이 요구

▶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뒤를 잇는 스마트 단말로 각광받고 있던 스마트시계가 소비자의 외면으로 웨어러블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
▶ 독일 시장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스마트시계보다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의류나 팔찌 형태의 웨어러블
단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성장 가능성 높은 웨어러블 품목으로 스마트의류를 지목
▶ 이는 스마트시계가 기능성이나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가치 중 어느 한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
▶ 기존의 투박한 디자인에 기능만을 강조했던 스마트시계 대신 디자인에 중점을 둔 스마트팔찌, 스마트셔츠 등 새로운
형태의 웨어러블 단말들이 출시되면서 미래 웨어러블 단말의 방향성을 제시

Ⅰ. 웨어러블 단말 시장, 스포츠용팔찌나 스마트셔츠 등 새로운 제품군의 부상
▒ 독일 시장조사업체 GfK가 최근 영국에서 웨어러블 단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은
스마트시계보다 피트니스나 스포츠용 웨어러블 단말을 더 많이 구매한 것으로 조사
• ’14년 1월부터 9월까지 영국 내에서 판매된 웨어러블 단말은 총 42만 대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된 종류는 건강 및 피트니스 추적기(Health & Fitness Tracker)로 전체 판매량의 39%를 차지
• 뒤이어 운동 기록을 수집하는 손목형 스포츠 컴퓨터(26%), 액션 카메라 및 고글형 단말(24%).
스마트와치(11%) 순으로 판매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

• 남성은 신발이나 셔츠를 선호하는 반면, 여성은 목걸이나 팔찌, 반지 등 액세서리 형태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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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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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웨어러블 단말 형태는 팔찌와 신발이 각각 33%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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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의류와 팔찌 등 불편하지 않은 액세서리 형태의 단말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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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소비자들이 착용할 의향이 있는 웨어러블의 형태로는 주로 벨트, 티셔츠, 신발, 속옷 등

인터넷 및 정보보호 동향

▒ 영국 소비자들은 웨어러블 단말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으로 나타남
• 소비자들의 21%가 새로운 스마트시계나 활동 추적기(Activity Tracker) 구매 시 ‘가격’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이라고 응답
● 영국 웨어러블 단말기 시장 현황(’14.1~’14.9)
구분

판매량(천대)

매출액(천 파운드)

제품 평균가(파운드)

시장 점유율

헬스 & 피트니스 추적기

163,000

12,000(207억 원)

73(12만 6,000원)

39%

스마트 스포츠팔찌

111,000

9,000(155억 원)

82(14만 2,000원)

26%

스마트와치

46,500

8,000(138억 원)

163(28만 2,000원)

11%

액션 카메라, 헤드셋, 안경

99,500

22,000(381억 원)

220(38만 1,000원)

24%

총합

420,000

51,000(883억 원)

120(20만 7,000원)

100%
출처: GfK(’14.10.22)

▒ 한편, 최근 미국 시장조사업체 가트너 (Gartner) 가 발표한 피트니스용 웨어러블 판매량
결과에서도 스마트팔찌가 가장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가트너에 따르면, 피트니스용 웨어러블 단말은 ▲스마트팔찌, ▲스포츠시계, ▲피트니스 모니터
제품, ▲가슴에 두르는 심박동 모니터(Chest Strap), ▲스마트 의류(Samrt Garment)로
분류되는데, ’13년 기준 스마트팔찌의 판매량은 3,000만 대로 집계되어 이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된
것으로 조사
• 또한 스포츠시계의 경우에는 1,400만 대가 판매되었으며 그 밖에 피트니스 모니터 제품과 가슴에
두르는 심박동 모니터는 각각 1,800만 대, 1,100만 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
• 가트너는 스마트팔찌를 피트니스용 단말의 목적에 맞게 건강 및 운동량 추적 등에 최적화된 기능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스마트시계는 팔찌보다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디스플레이 탑재로 인해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이 판매 부진의 이유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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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여전히 많은 대형 단말 제조사들이 스마트시계 제품 출시에 나서고 있고, 디스플레이 가격
하락으로 판매가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포츠시계 제품의 판매량은 서서히 늘어날 전망
• 반면 스마트팔찌 제품은 스마트시계 및 기타 피트니스 모니터 등 다른 제품군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점차 사양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

웨어러블(Wearable) 단말 시장, ‘시계’에서 ‘팔찌’나 ‘셔츠’로 판도 변화 조짐

● 전세계 피트니스 웨어러블 단말 판매량 증감 추이 및 전망(’13~’16)

출처 : Gartner(’14.11.18)

▒ 향후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피트니스 웨어러블 부문으로는 스마트의류 제품군이 지목
• 스마트의류는 이제 막 등장한 새로운 제품군으로서 테스트를 거친 극히 일부의 제품들이 이제 막
시장에 소개되고 있는 단계
• 스마트의류의 판매량은 ’13년 1만여 개에서, ’14년 10만 개, ’16년에는 260만 개까지 증가할 전망

Ⅱ. 스마트시계의 위기가 웨어러블 시장에 주는 의미, ‘혁신적 제품의 필요성’
▒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잇는 차세대 단말로 주목받았던 스마트시계는 웨어러블 단말 시장에서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대부분의 스마트시계들은 기존의 피트니스 팔찌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 등장하는 단말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유사한 디자인의 기능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
• 이에 대해 GfK 측은 스마트시계는 건강 및 피트니스 추적기나 스포츠 컴퓨터처럼 특정하고 명확한
기능이 없어 특별히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두지 않는 대중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 이는 짧은 제품 출시 주기, 최신 스마트폰에 스마트시계를 끼워 판매하는 번들형 전략 등 처음부터
소비자가 스마트시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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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단말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들의 1/3은 6개월 내에 단말 사용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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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컨설팅 업계 엔디버 파트너스(Endeavour Partners)가 ’14년 초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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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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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계를 둘러싼 최대 문제는 소비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용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인터넷 및 정보보호 동향

▒ 이는 결국 스마트시계가 기능성이나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가치 중 어느 한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인텔(Intel)의 신규기기 부문 마이크벨(Mike Bell) 부사장은 웨어러블 단말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전형적인 제품 형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언급

Ⅲ. 스마트팔찌와 스마트셔츠, 웨어러블 단말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
▒ 한편, 인텔은 뉴욕의 유명 패션 매장인 오프닝 세레모니(Opening Ceremony)와 공동 개발한
스마트팔찌 제품인 ‘MICA(My Intellient Communication Accessory)’를 공개
• 스마트팔찌는 팔찌 모양의 패션 소품이지만 디스플레이 화면을 탑재해 메시지 확인, 알림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새로운 팔찌 형태의 웨어러블 단말
• ‘MICA’의 외형은 뱀가죽 소재로 만들어진 팔찌와 다양한 준보석 및 색상으로 고급 액세서리를
연상하게 하지만, OLED 터치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으며 3G 통신 모듈칩과 인텔이 자체 개발한
초저전력 프로세서 ‘쿼크(Quark)’를 탑재
• 메시지 수신과 답장에 대한 우선 순위 지정과 필터링, 캘린더를 이용한 일정 알림, 시간 알림, 주변
장소 검색 등의 스마트단말로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스마트폰과의 동기화가
아닌 통신 모듈을 통한 AT&T의 무선통신 서비스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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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의 패션 스마트팔찌 ‘MICA’ 외형

출처 : Digital Trend(’14.11.18)

웨어러블(Wearable) 단말 시장, ‘시계’에서 ‘팔찌’나 ‘셔츠’로 판도 변화 조짐

• 수신 가능한 메시지는 전화의 SMS, 페이스북 등 SNS 상의 포스트, 이메일 등이 포함되며 메시지
답신은 전용 웹페이지에서 미리 지정해 둔 내용으로만 이용 가능
• 그 밖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달력을 이용한 일정 알림 기능,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탐탐(TomTom)과
연동해 목적지까지의 거리 및 시간 알림 기능, 지역 정보 서비스인 옐프(Yelp)와 연동해 사용자 주변
장소 안내 기능 등을 제공
• 가격은 495달러(약 54만 원)로 여기에는 AT&T의 2년 무선 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이 포함되며, ’14
년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판매 개시 예정
▒ 한 편 , 미 국 패 션 브 랜 드 랄 프 로 렌 ( R a l p h L a u re n ) 은 캐 나 다 의 센 서 기 술 전 문 업 체
옴시그널 (OMsignal) 과 협력해 이용자의 생체 정보를 측정하는 센서를 탑재한 스마트셔츠
‘폴로테크(Polo Tech)’를 개발
• 스마트셔츠는 의류에 센서를 내장해 이용자의 심박수, 신체 사이즈, 움직임 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헬스케어 및 라이프로깅 서비스를 구현하는 웨어러블 단말의 일종
• 폴로(Polo)의 브랜드 마크 하단인 셔츠 중간 부분에 특수 섬유 소재로 제작된 생체 측정 팔찌에는
심전도 측정을 위한 부품과 함께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등의 센서가 탑재되어 심박수, 호흡수,
스트레스 수준, 이동거리, 칼로리 소모량, 운동 강도 등을 측정
• 측정된 데이터는 팔찌, 셔츠에 부착되는 소형 블랙박스 단말에 기록되며, 기록된 데이터는 블루투스를
통해 클라우드로 이를 전송되고 모바일 단말의 랄프로렌 전용 앱과 동기화도 가능
• 본격적인 상용화 시점은 오는 ’15년 봄으로 예상되며 가격대는 기존 폴로 브랜드의 셔츠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
▒ 인텔의 ‘ MICA ’와 랄프로렌의 ‘폴로테크’는 기존 웨어러블 단말들과 차별화된 특징으로 향후
웨어러블 기기의 방향성을 제시
• 기능적 측면에만 집중했던 기존 웨어러블 단말과는 달리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패션 아이템으로
포지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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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기 보다는 친근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는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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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통 경로를 거치는 것과 달리, 패션 전문 기업의 마케팅 역량과 유통망을 활용하고 혁신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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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계를 비롯한 기존의 웨어러블 단말들이 전자 제품 및 모바일 단말들과 유사한 마케팅 채널

인터넷 및 정보보호 동향

● 랄프로렌의 ‘폴로테크’ 셔츠 및 스마트폰 앱 구동 화면

출처 :Ralph Lau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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