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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Viv Labs 인수...의미와 전망 

 동향브리핑 

• 삼성전자가 Apple의 Siri를 개발한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업체인 Viv Labs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는

데, Viv Labs의 음성인식 기술이 Siri, Google, Alexa 보다 뛰어나다면, 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Android 의존도를 줄이면서 Apple과 Google과 경쟁이 가능한 플랫폼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 

 

• Viv Labs는 2012년 1월 Siri 개발에 참여했던 Dag Kittlaus 엔지니어를 포함해 Adam Cheyer와 

Chris Brigham이 공동 설립한 업체로, Siri 보다 기능이 훨씬 뛰어난 음성인식 플랫폼을 개발 중인 것

으로 잘 알려져 있음 

 

• 2015년 2월 실리콘 밸리의 억만장자 클럽인 Iconiq Capital로부터 1,250만 달러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한 바 있으며, 2016년 1월에는 Google과 Facebook이 인수가로 1~2억 달러를 제안했으나, 거

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6년 10월 6일 최종적으로 삼성전자가 인수한 것 

 

• 현재까지 Viv Labs가 개발 중인 솔루션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2016년 5월 

TechCrunch의 Disrupt NY 2016에서 데모 영상을 통해 훨씬 복잡하고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는 질문

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하고 이용자 간에 현금을 송금하거나 지인의 생일에 꽃을 보내는 등

의 대화형 커머스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면을 시연한 바 있음 

 

• Viv의 Dag Kittlaus 공동창립자겸 CEO는 Viv 솔루션의 핵심은 Dynamic Program Generation으로 

Viv의 인공지능은 개발자의 입력 없이도 스스로 프로그래밍(software writing itself)을 해서 처음 들

어보는 요청이 들어와도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 

 

• 한편, Viv의 솔루션이 정말로 Siri, Google Assistant, 그리고 Alexa 보다 뛰어난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의 Viv Labs 인수는 좀 과장한다면 삼성전자가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알

려진 Andy Rubin의 Android를 Google이 인수한 것과 맞먹을 정도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삼성전자가 포스트 앱 시대인 AI-First 시대에는 Android 없이도 Apple이

나 Google과 동등한 수준에서 플랫폼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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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스마트폰 시장이 감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OS를 보유하지 않은 Amazon과 

Facebook이 각각 Amazon Echo(Alexa)와 Facebook Messenger의 챗봇으로 독자 생태계를 구

축하면서 AI-First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여기에 Apple은 Siri와 iMessage의 기능 개선으로, 

Google은 Google Assistant, Google Home, Allo로 대응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 지능형 개인 비

서(음성인식)가 스마트폰 앱, 각종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스마트홈 단말 제어 등의 핵심 UI로 자리매

김한다는 것은 앱 중심의 스마트폰 OS가 영향력이 줄어들고 단말 간 구분 혹은 경계가 사라지면서 

뛰어난 지능형 개인 비서를 갖춘 업체가 플랫폼의 지배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로, Viv Labs의 

음성인식 기술이 경쟁업체 보다 뛰어나다면 포스트 앱 시대인 AI-First 시대에는 삼성전자가 단말 

뿐만 아니라 핵심 운영 체재(혹은 플랫폼)에서도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즉, 앱 중심의 Mobile First 시대에서 지능형 개인 비서 중심의 AI-First 시대로 이동을 한다는 것은 

‘스크린+멀티터치+앱(또는 앱 아이콘)’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음성 UI’가 이를 대체한다는 의미로, 

제품 및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사실상 스크린이 있는 단말이나 없는 단말의 경계가 사라지고, 스크

린이 있는 단말의 경우에는 단말 구분이 없어지면서 지능형 개인 비서를 통해 단말에 상관없이 콘

텐츠를 띄워서 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양한 단말 및 가전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뛰어난 지능형 개인 비서만 갖춘다면 Google이나 Apple 보다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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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 솔루션 대화형 커머스 기능 

출처: TechCrunch, 2016.05 

https://youtu.be/Rblb3sptg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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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AI-First 시대에는 Apple의 AirPods와 같은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지능형 개

인 비서를 통해 각종 정보나 서비스를 이용을 하다가 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위에 있는 

디스플레이(스마트폰, 가상 및 증강현실 안경, TV, 냉장고에 탑재된 디스플레이, 스마트 거울, 디지

털 액자, 스마트 안경 등)에 이미지나 동영상을 띄워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일반 가전에서부터 전자기기까지 생산을 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전체 제품에 Viv 솔루션을 이용

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다양한 스마트 가전에 디스플레이를 추가해 Viv 중심의 강력한 생태계를 구

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물론, 기존 스마트폰의 앱 생태계의 경우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음성 UI 뒤편에 가려진 형태로 남

아있고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Apple과 Google이 기존 

지배력을 일정 기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AI First 시대에는 OS 없이도 써드파티 앱을 통합해 독

자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플랫폼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Google, Apple, 

Amazon, Facebook의 상황이 비슷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능이 뛰어난 지능형 개인 비서를 보

유하는 업체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됨 

 

• 결국, 현재 단말 및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단말’이 핵심인 삼성전자와 Apple, ‘광고 및 인터넷 서비

스’가 핵심인 Google, ‘인터넷 쇼핑’이 핵심인 Amazon, ‘소셜’이 핵심인 Facebook 등의 업체가 모

두 한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로 업체간 경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2개 이상의 운영 체제를 

허용하지 않는, 즉 3번째 운영 체제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업체와 소비자가 있는 IT 세계에서 차세대 

플랫폼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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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TechCrunch Source 

http://sixense.com/
https://news.samsung.com/global/samsung-to-acquire-viv-the-next-generation-artificial-intelligence-platform
https://techcrunch.com/2016/05/09/siri-creator-shows-off-first-public-demo-of-viv-the-intelligent-interface-for-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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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의 방향을 보여준 Facebook 

 동향브리핑 

• 2016년 10월 5일(미국시각), Facebook은 Oculus Connect 3 개발자  회의를 개최했는데, 

Facebook과 Oculus가 구상하고 있는 가상현실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되며, Facebook의 소셜 VR 서비스가 출시가 된다면 가상현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Facebook 측은 Oculus Connect 3를 통해 현재의 가상현실 단말은 부피가 크고 손동작 인식을 위한 

별도 컨트롤러가 필요하지만, 향후 10~15년 후에는 안경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현재 개발 중인 소셜 VR과 함께 3D 아바타 플랫폼, 독립형 모바일 VR 등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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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culus Connect, 2016.10 

가상현실 발전 단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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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Emoji와 가상 툴이 돋보인 소셜 VR 

 

• 소셜 VR은 Facebook의 Mark Zuckerberg가 직접 시연을 했으며, 소셜 VR에서 이용자의 3D 아바타

는 아이 트랙킹 센서나 얼굴 표정 트랙킹 센서 없이 이용자가 말을 할 때 입모양을 내거나 얼굴 표정 

표현이 가능 

 

• Oculus 측은 입 모양의 경우 이용자가 말하는 음성을 인식해 이를 아바타에 반영해 표현을 하고, 얼굴 

표정의 경우 손동작과 함께 ‘웃는’ 소리, ‘음…’하는 소리 등과 같이 감정과 관련된 단어가 언급이 되면 

해당 단어가 표정을 짓게 만드는 트리거(trigger) 역할을 하며, 이를 VR emoji라고 부른다고 밝혔음 

출처: Oculus Connect, 2016.10 

아바타 얼굴 표정 및 손동작 

• 아바타의 입 모양이나 얼굴 표정 구현이 가능한 것 외에도 Facebook의 소셜 VR은 뭐든지 구현이 

가능한 가상 공간의 최대 장점을 살려서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360도 이미지나 필요한 툴을 불

러 내어서 함께 360도 이미지를 확인히거나 게임 등이 가능 

 

• 예를 들어, 현재 있는 가상공간에서 바닷속 이미지를 360도로 보고 싶으면, 이용자 중 한 명이 원

형 형태의 이미지 볼을 꺼내서 던지면 공이 커지면서 주위를 360도 이미지로 전환을 해 이미지 확

인이 가능한 형태임. 스크린 형태의 이미지나 동영상 역시 이용자가 잡으면 이미지 볼이나 동영상 

볼로 전환이 되고 이를 던져서 해당 이미지나 동영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 

 

• 아울러, 가상 공간에서 이용 가능한 툴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손으로 직접 그려서 칼을 만들거나 가

상 공간에서 칼, 동영상 스크린, 셀카봉 등을 바로 꺼내서 게임을 하거나 스크린을 확장해 동영상을 

시청하고 셀카봉으로 셀카 촬영을 한 다음 Facebook으로 바로 업로드도 가능하도록 지원 

https://www.twitch.tv/oculus/v/9333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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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에서 360도 이미지 확인 방법 

출처: Oculus Connect, 2016.10 

출처: Oculus Connect, 2016.10 

가상현실에서 가상 툴로 게임 및 셀카 촬영 

• 이 외 이용자 손목에 착용한 가상 스마트 시계를 통해 외부에서 걸려오는 영상 통화를 실행하는 등 

다양한 혁신 기능을 지원. 가상 툴의 경우 개별 이용자가 자신만의 가상 툴 박스에서 원하는 툴을 

꺼낼 수 있는 형태인 것으로 추측됨 

실세계 지인과 영상 통화 

출처: Oculus Connect,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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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현실 단말의 사용 영역을 확장해 줄 독립형 모바일 VR 단말 ‘Santa Cruz’ 

 

• 독립형 모바일 VR 단말은 Oculus Rift의 헤드 밴드 뒤편에 본체를 부착하는 형태로, 현재 독립형 모바

일 VR 단말에 추가할 3D 컴퓨터 비전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단말에 부착된 카메라와 심도 카메라

를 통해 외부의 별도 트랙킹 센서 없이도 Inside-Out 방식의 포지셔널 트랙킹(positional tracking) 기

능을 지원할 예정으로, 독립형 모바일 VR 단말에서 증강현실 기능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가정 내외에서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 Oculus Connect, 2016.10 

독립형 모바일 VR 단말 

 3D 아바타 플랫폼 ‘Oculus Avatars’ 

 

• Oculus Avatars는 가상현실용 3D 아바타 생성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아바타

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용 툴을 활용해 의상이나 액세서리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가상현실 

서비스에 상관없이 동일한 아바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 3D 아바타의 경우 손과 상체만 지원을 하지만, 향후 전신 3D 아바타 생성도 지원할 것으로 전망

되며, 3D 아바타 기반 쇼핑이나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출처: Oculus Connect, 2016.10 

Oculus Ava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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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ulus Connect, Twitch, TechCrunch Source 

• 이 외 VR Web 제공을 통해 개발자들이 가상현실상에서 이용이 가능한 웹 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VR Web으로 개발한 웹사이트의 경우 360도 이미지에서 특정 지점을 선택하면 일종의 팝

업 창이 뜨면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임 

출처: Oculus Connect, 2016.10 

The VR Web 

• 종합해보면 Facebook의 경우 개발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가상현실에 있어서 중요한 소셜 VR 서비

스, 3D 아바타 플랫폼, 그리고 가상현실에 웹콘텐츠를 추가할 수 있는 VR Web 등을 모두 갖추고 있

는 것으로 보이며, 가상현실의 특징을 최대한 반영한 소셜 VR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가상현실 단말 시

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http://sixense.com/
https://www.oculus.com/blog/oc3-reveals/
https://www.twitch.tv/oculus/v/93337462
https://techcrunch.com/2016/10/06/vr-emoj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