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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TREND 2017 BM TREND
2017년에 비즈니스 모델을 비롯해 비즈니스 전반에 영향을 미칠 주요 트렌드를 연구해 다음과 같이 METATREND 10 BM TREND를 선정했다.
센서 기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첨단기술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꾸고 기업 활동 전반에 영향을 준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
운데에서도 비즈니스 환경은 급격하게 초연결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더 많은 사물들에 사물인터넷이 적용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것

을 넘어 응용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로 부상한다. 이제 모든 기업들이 데이터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확보한 빅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밑걸음이 된다. 그리고 고도화된 인공지능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촉진한다. 교육계에서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아 더 창의적
인 인재 양성에 몰두한다. 스몰 비즈니스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이 초

래하는 사회 변화는 특히 건강 관리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특정 공간 혹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물이 사용자의 건강 정보는 물론, 주변 환경
정보까지도 활용해 항상 건강을 관리해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가치인 개인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능화된 사물을 활용하고, 개인에게 맞춘 스
마트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에 매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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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장인이 되는
로봇
CRAFTSMAN ROBOT

특정 분야에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장인처럼 로봇이 미묘한 차이를 분석하고 고도의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해낸다. 게다
가 로봇은 데이터를 결합해 더욱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 아니라 더 창의적이고 감
성적인 분야까지 로봇이 활동한다.

유연한 제조 시스템으로
맞춤형 제품을 생산한다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로봇이 활약한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창의적인 영역에 진출한다

사용자들의 욕구가 파편화되면서 민첩한

용하는 것을 넘어서 로봇이 직접 복잡한 판

은 창의적인 영역에까지 활동한다. 끊임없

네크워크로 인해 개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대응력과 함께 맞춤형 제품 생산 능력이 경

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개별 사용자가 원
하는 다양한 상품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자동화, 분산화, 유연화된 생산 시스템이 도
입된다.

Futurecraft M.F.G, Adidas

정교한 작업을 요하는 분야에서 로봇을 활
단과 높은 기술력을 발휘해야 하는 분야에
서 활동한다.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

습하며 장인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확보한다.

FarmBot, FarmBot

©1999~2017 METATREND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EMETATREND.COM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는 예술과 같
이 인간에 대해 학습하고, 전문 분야의 지식
을 습득해 창의적인 분야에서도 역량을 발
휘한다. 인공지능이 창작한다는 현상보다

누가 창작했든 사람이 감동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Examine The Sound of May, Tokyo University of Arts
and Yam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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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전반에 활용하는
사물인터넷
IOT SERVICE DESIGN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기술이 더 많은 사물들에 적용된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제조 과정이 스마트하게

자동화되고, 고객에게는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향상시키
고,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기업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다.

사물간의통신으로제조,유통프
로세스를효율적으로관리한다

사물인터넷기능을이용한020
서비스가증가한다

사물인터넷디바이스들이협력해
하나의서비스를완성한다

사물인터넷 기능을 이용해 디바이스의 특

서로 연결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다

업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

하나의 디바이스에 모든 기능을 담기보다
성에 맞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종합적으
로 임무를 완수하도록 프로그램한다. 사물

인터넷 기술로 제조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원격으로 사물들을 스마트하게 관리한다.

The ROAR Project, Volvo

사물인터넷 기술로 스마트해진 사물들을
양한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온라인과 오프

라인을 통합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

며 온라인에서 이용하던 편리한 서비스들
을 오프라인에서도 경험한다.

Janela Smart Products Platform, Avery Dennison and
EVRYTHNG

©1999~2017 METATREND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EMETATREND.COM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들을 서로 연결해 협
한다. 여러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연동해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구성한다.

Sensor Mirror Pro, Simplehuman

METATREND 2017 BM TREND

03/

데이터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비즈니스
DATA COMPANY

모든기업이데이터기반기업으로거듭난다.센서,사물인터넷등으로구축한빅데이터가기업의모든활동영역에서활용된다.즉,
기계들을 관리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데 데이터가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이때, 정량 데이터는 물론, 정
성 데이터까지 분석해 개인화 서비스에 적용한다. 데이터로 부가가치를 생산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확산된다.

기업의 모든 활동 내용이
디지털화된다

데이터를활용하는역량이
경쟁력이된다

데이터를이용한새로운서비스
를개발해부가가치를창출한다

기록하고 관리한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

능력과 데이터를 이용해 상호작용하는 아

는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고 분석해 새로운

기업 활동의 전체 과정이 디지털 데이터로

속화되어 데이터만 있으면 제조의 주체가
누구든지,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에 구애 받
지 않고 다양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Neuro, Clement Balavoine

데이터를 실용적인 서비스로 구체화하는

이디어를 개발하는 능력이 차별화 요소로
부각된다. 컴퓨터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을 물론, 물리적인 요소로 전
환한다.

Supermarket of the Future,
Carlo Ratti Associati & Acc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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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공개돼 있거나 쉽게 획득할 수 있

기회를 모색한다. 특정한 목적에 맞게 새로

운 관점에서 데이터를 재조직화하는 능력
이 요구된다.

Inside Airbnb, Murray C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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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관리하는
앰비언트 헬스케어
AMBIENT HEALTHCARE

각종 센서가 사용자의 주변에서 사용자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일부로 챙기지 않아도 알아서 나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건강 관리에 대한 욕구가 발생한다. 공간 자
체가 건강을 관리해주는 거대한 컴퓨터가 되어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주의를 주기도 한다.

스마트한 공간 자체가 세심하게
사용자를 보살핀다

가정에서항상건강을
관리해준다

건강과관련된여러데이터를
종합해융합서비스를제공한다

사용자를 관찰한다. 사용자의 신체에서 벌

에서 평소에 건강을 관리해주는 생활 로봇

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

인공지능과 연결된 센서와 카메라가 항시
어지는 작은 변화를 발견하고 병으로 발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건강 정보는 쉽
게 열람하고,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Smart Hospital Rooms,
Thomas Jefferson University Hospitals and IBM

독신자, 노인 등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
은 상업적인 가치가 있다. 개인의 건강을 체

계적으로 관리해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학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한다. 특히, 장기간 질병
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이다.

Pillo, Pillo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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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운동, 심리 상태 등 신체적, 정신적 건

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 각종 신체 정보를 수치화하고 그것을
서비스와 연결한다. 이를 통해 나에게 최적
화된 음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안해준다.

Habit, 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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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결합된
뉴 비즈니스
AI STARTUPS

빅 데이터를 학습해 스스로 진화하는 인공지능을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용한다. 인공지능 비서를 고용하거나 인공

지능과 업무를 분담해 협력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때로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분신이 되어 또 다른 나처럼 행동하며 나의
비즈니스를 돕는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한다

인공지능기반으로제조산업을
서비스화한다

인공지능이1인기업의
활동영역을확장한다

는 등 인간이 결코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처

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의 관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한다. 인공지능은 정

인공지능이 미래의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
리한다. 인공지능 알고리듬으로 유동적인
디자인을 실현하고, 개인화된 제품을 생산
한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작업한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의 창작물을 작업해낸다.

Driverless Magazine, The Drum and IBM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도입해 상품을 제
점으로 상품을 바라보고, 서비스와 연동해
고객 만족을 실현한다. 스마트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인공지능에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해
기적으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없고, 여러 언
어를 소화할 수 있으며, 기억력이 우수하고,

상대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1인

기업을 대신해 인공지능이 활동하며 고객
들을 응대한다.

Relonch, Relo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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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자원을 활용하는
마이크로 비즈니스
MICRO-BUSINESS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항상 연결돼 있어서 잉여 자원을 공유하기가 쉬워졌다. 짧은 시간, 작은 노동력, 좁은 공간 등을 공유

하거나 거래한다. 전자 화폐의 등장은 이러한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비록 자원의 크기는 작지
만 그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비즈니스 영역을 발굴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작은 노동력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마이크로단위의핀테크가
활성화된다

작지만가치있는활동에
참여한다

소싱이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주는

기 위해서는 자원을 제공하는 대가를 지불하

용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 참여를 결정하

많은 사람들의 자원을 활용하는 크라우드
비즈니스로 발전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
축한다. 자원을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어 작
은 규모의 자원조차 의미있게 활용한다.

Human Element Inc., Stephan Bogner and Philipp
Schmitt

틈새 자원을 활용하는 비즈니스를 활성화하
는 방법이 쉽고 간단해야 한다. 금융과 기술

을 결합한 핀테크(FinTech)의 발전은 마이크
로 비즈니스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고 확장하
는 데 기여한다.

Internet of Things Bank, Intelligent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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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비즈니스에서는 작은 자원을 활
기가 쉽다. 그러나 부정기적인 자원 공유 혹
은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지속 가능한 마이
크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더불

어 마이크로한 자원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Spotfund, Spot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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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서비스
SMALL BUSINESS SUPPORTER

기술을 결합한 창의적인 스몰 비즈니스 영역이 새롭게 발굴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늘어나고, 창의
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된다. 운영 자금이나 인력 지원, 장소 대여는 물론, 스몰 비즈니스들이 함
께 협력해 비즈니스하려는 시도도 이어진다.

기존 비즈니스와 연관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한다

스몰비즈니스들이협력해자체
서비스를강화한다

스몰비즈니스가참여하기쉬운
플랫폼이등장한다

는 시장에서 블루 오션(Blue Ocean)을 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과 협력해

사업가와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플랫

이미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굴한다. 사람들과 관심사가 집약된 분야에

서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한다.

Uber Trip Experience, Uber

스몰 비즈니스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자원을 공급받아 상품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스몰 비즈

니스를 연결하고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과
정에서 또 다른 비즈니스가 형성된다.

Hurd, Hu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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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네트워크와 IT기술을 활용해 개인
폼이 등장한다. 많은 자원을 동원하지 않고

도 비즈니스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창의적

인 아이디어가 사업의 성패에 중요하게 작
용된다.

Reali, Re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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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개인용 이동수단
LIFESTYLED MOBILITY

다양한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가 거리를 질주한다. 비교적 짧고 좁은 거리를 이동하며 골목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아기자

기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긴다. 근거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 경관을 다시 발견
한다. 어린 시절에 갖고 놀았던 장난감과 비슷한 이동수단을 이용해 주변을 탐험하는 기분을 만끽한다.

이동의 재미를
설계한다

이동수단이면서동시에어른들의
장난감이된다

사람들과상호작용하는것에
초점을맞춘다

이동수단을 활용해 이동하는 즐거움을 새

내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성과 취향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주변 환

가까운 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개인용

롭게 디자인한다. 때로는 이동수단을 바꿔

가며 빠르게 달릴 수도 있고, 이동 중에 생
각지 못한 즐거운 경험을 누릴 수도 있다.

Audi Connected Mobility Concept, Audi

스마트한 기능을 탑재한 이동수단이 길을 안
다. 휴대성을 가진다는 특징과 이동의 장점
을 살려 사용자와 밀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과의 조화와 같은 공간에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까지도 고려한다. 이동수단이 사람
과 사람, 사람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가 된다.

Segway Robot, Intel and Ninebot Seg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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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이동수단을 디자인할 때 개인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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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GEN, Yamaha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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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
안전에 대한 욕구
SAFETY FIRST

인터넷으로 실감나는 정보를 빠르게 접하다 보니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기

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됨에 따라 세상이 더 안전해졌지만 오히려 안전에 대한 요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개인 정보와
같은 새로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추가된다.

안전을 위해
크라우드소싱한다

스마트기술로안전을
확보한다

안전한디지털라이프스타일을
체감한다

들이 협력한다.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털 기술을 사용해 항상 스마트폰을 휴대하

각성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개인 정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
해 안전 정보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실
질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
련한다.

Traffic Agent, Agency of Urban Environment, Norwegian Centre for Transport Research and Oslo City
Teaching Agency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
며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익숙하다. 오

프라인에서도 안전하게 스마트 기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안전을
보장한다.

SoundSense, Furene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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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활동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

보 관리는 물론, 안전한 디지털 활동을 보
장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온라

인과 연결된 모든 서비스 활동에서도 안전
이 부각된다.

Smell of Data, Leanne Wijnsma and Froukje T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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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과 상상력을
고취하는 교육
NEW LEARNING CULTURE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미래에는 인간적인 감성과 함께 창의력이나 상상력과 같은 가치가 중요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교육 분야에서도 이를 장려하는 교육 방법을 도입한다. 활자만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고, 혼합현실을 경험하
며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통해 배운다. 이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디지털 사회를 더 잘 살아가기 위한 기술을 습득한다.

손으로 만들어보며 스스로
깨우친다

자신의아이디어를직접
프로그래밍한다

혼합현실경험을통해미래를
상상한다

구조와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사물을 활용

어 프로그래밍 교육은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게 현실과 가상을 결합한 새로운 종류의 증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은 사물의
하는 응용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한, 친구들과 만들기에 대해 토론하고, 결과
물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충분한 교육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BOSEbuild Speaker Cube, BOSE

디지털 기술과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있
유발하고,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그래픽 도구로 쉽게
프로그래밍하고 실제 사물에 적용해보는 경
험은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Root, Scans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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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혼합현실을 살아가게 될 아이들에
강 경험을 선사한다. 미래 환경을 가상으로

경험해봄으로써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Mars Experience Bus, Lockheed Mar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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