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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클레이머 (Disclaimer) 

1. 본 보고서는 신뢰할만한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투자 시점과의 차이, 사실 관계의 변화 등으로 

불확실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 시점에서 주요 투자 요소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2. 본 보고서는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용도로 만들어졌으므로 수익/손실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자료 작성자는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5 

CES 2019 
 

 

그림 1. CES 2019 (※출처: 인베스테인먼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연방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의 연설이 취소되고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 기업들의 참석이 예년보다 저조했지만 사상 최다의 기업 및 참가자 수를 보인 

뜨거운 CES 2019 였다. 특히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온 5G,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 및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결국 5G, IoT, AI 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든 것이 연결되는 커넥티비티(Connectivity)이다. 

사물에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5G 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회이다. 그렇다면 이번 2019 년 

CES 에서는 어떤 미국 기업들이 주목받았는 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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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부터 음성인식, 자동화, 로봇, 그리고 예측 기술까지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있다.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기업은 AI 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테크회사로 탈바꿈하고 있다. CES 를 주관한 전미 소비자 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이하 CTA)의 오프닝 연설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AI 가 언급되었다.  

떠오르는 미래의 기술이라는 명제를 넘어 AI 는 이미 우리 삶에 깊숙히 들어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윤리, 

환경,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정보 보호을 고려하는 철학적인 고민을 하자는 내용을 강조로 

CES2019 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예년과 비교하여 금년 인공지능의 흐름은 높아진 기술 

환경을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User-Experience: 이하 UX), 즉 사람에게 집중된 모습이었다. 

 

 

그림 1.1 CTA 오프닝 (※출처: CE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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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홈 (Smart Home) 
스마트홈은 스마티시티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으며 스마트홈의 진화속도는 

매년 점점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수년간 스마트홈 시장은 단지 스마트 플러그나 가정용 스마트 보안장치 정도의 

기기들을 통칭하는 것에 불과했다. 스마트홈의 빠른 진화의 중심에는 일반적으로 OOO 로 

지칭하는 OOO OOOO 가 자리잡고 있다.  

 
 

 

그림 2.1 CES 구글 어시스턴트의 친구들 (※출처: Gett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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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헬스케어 (Digital Healthcare) 
2019 CES 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의료기술 컨퍼런스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2019 CES 에서 처음으로 의료 연장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 CME] 학점이 

인정되는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260 명이 넘는 의사와 의료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의 관심을 증명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CES 주관사인 CTA 는 2019 CES 의 헬스케어 관련 참가기업 수는 작년보다 25% 

증가했고, 전시장의 크기도 15%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그림 3.1  JP 모건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출처: JP 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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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스포츠 (e-Sports)  
2018 년 아시안 게임에선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도입되었다. 다음 2022 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선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것이며, 향후 개최되는 올림픽에서 시범종목 채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후 e-스포츠 중계권과 각종 광고 및 스폰서십으로 인한 

게임업체들의 매출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IOC 에서 e-스포츠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글로벌 트랜드의 변화, 

게임인구의 증가와 관심은 자연스레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인식변화, e-스포츠 노출에 따른 사용자 인구확대 등을 통해 현재 글로벌 e-

스포츠시장은 매년 엄청난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팽창을 반복하고 있다. 2018 년 현재 e-

스포츠 시장은 기기별로 콘솔의 경우 25%, PC 는 24%를 차지하는 반면, 모바일 게임이 51% 

점유율을 차지하며 대세인 상황이다. 따라서 모바일 e-스포츠 시장을 중심에 놓고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4.1 2018 년 글로벌 게임시장 현황 (※출처: NEW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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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마트 시티 (Smart City) 
 

 

그림 5.1 스마트 시티 (※출처: Medium) 

 

앞서 볼 수 있듯이 PC 이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던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곧 현실히 될 

수많은 인공지능 기반 가전제품과 VR 기반 스마트홈 기기,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될 

스마트카(자율주행차 및 커넥티드 카)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모든 사물에 

반도체칩이 들어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버와 소통하는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가 이제 곧 

오고 있다는 증거를 목격했다.  

IoT, 스마트폰, 스마트홈, 스마트카를 모두 아우르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말그대로 인간의 환경, 재해, 교통 등을 알아서 해결해주는 똑똑한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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