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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Home] ? 



IoT  vs Smart Home 



IoT vs Smart Home 

IoT : Internet of Things 

Smart  Home 

※ Consumer IoT  vs.  Industrial IoT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았던 기기들을  

유/무선통신을 통해 인터넷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IoT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댁내 기기들에 대한  

새로운 이용 경험의 제공을 통해  

고객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는 서비스’ 



Smart Home 시장 동향 

건설/홈넷/기타 제조사 그룹 서비스 그룹 

• 자사 제품/APT 중심 (확장성 낮음) 
• ‘서비스’ Upgrade / 유지보수의 한계  

• IoT 기기 보급 要 
• 서비스 BM 확보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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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K텔레콤 Smart [Home]? 



SK텔레콤 Smart [Home]  차별화 전략 

Partnership 

 
연동 가전 기기 확대 

서비스 차별화 

 
UI/UX, 기능 고도화 

Platform Play 

 
전국민 대상 OTT서비스 



Partnership 



Eco. Leadership 선점 

1단계: 가전사 

2단계: 서비스사 

3단계:  인테리어사 

4단계: 홈네트워크사 

5단계 : 건설사 

6단계: 자동차 



Service 



UI/UX 및 기능 차별화 

[ 공용부 시설/에너지 사용량] [ 공용부 시설/댁내 날씨 정보] [ 빌트인기기/스마트 모드 ] [ 고객 구입 기기 ] 

 서비스  서비스 
스마트 모드 

 월패드 기기 



Smasrt Home “Alive” 

User Context에 맞는 

 1,000개 이상의  

Pop-Up 메시지를 구현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댁내 IoT 기기와 APT를 Control  

[ ‘외출을 인식’ ] [ ‘도어락 Open’ ] [ ‘수면모드 진입’ ] [ ‘기상경보&동작’ ] [ ‘물통 가득참’ ] 

[ ‘외출을 인식’ ] [ ‘도어락 Open’ ] [ ‘수면모드 진입’ ] [ ‘기상경보&동작’ ] [ ‘물통 가득참’ ] 



인공지능 음성인식 스마트홈 

“공기청정기 꺼” 

“날씨 좀 알려줘” “엘리베이터 잡아줘” 

“관리비 청구서가 도착했습니
다.” 

“오늘의 일정 좀 말해줘” 

“실내 미세먼지가 높으니  
공기청정기를 켜시는 게 어떨까요?” 

“외부 공기가 나쁘니  
외출 시 마스크를 준비하세요” 

뛰어난 음성/자연어 인식기술 



Platform Play 



Platform Play 

상용 전원 기기 

Z-Wave 
Bridge 

배터리 사용 기기 

• • • 

무선 AP 

전용 허브 無 
집에 있던 AP만으로도 이용 가능 

“ ” 



Platform Play 

SKT 고객 뿐 아니라,  
KT,  LGU+ 고객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