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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품 기획 시
동인을 발견하고 이슈를 분석하여
기회 영역을 도출하는 방법과
그 방법을 기반으로 디자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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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DE
지난 20여 년 동안 일어났던 주요 이슈들을 거시 환경 별로 분석한 결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통해
시간, 장소, 객체의 제약이 없는 무한한 연결성을 추구하며, 사회, 환경, 경제 등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켰고, 세계 경제 불황, 환경 및 푸드 포비아, 기후변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경제 및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흐름 속에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도한 웰빙 트렌드는 일상 생활에서 개개인의 미병과 질병
관리를 위한 건강(Health) 가치로, 기술의 핵심 가치인 편리함(Convenience)은 편안한(Comfort)가치로 진화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그리고 디자인 트렌드의 한 축을 담당했던 모던 스타일은 2000년 들어오면서
다양한 미니멀 트렌드를 보이는 가운데 시간, 프로세스, 노동 절감 가치를 제공하는 실용적인 미니멀 가치
(Minimal)로 진화·발전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메가 코드, 휴먼 코드를 통해 도출된 주요 인간 가치는 다음과 같이 건강(Health), 편리함(Convenience), 미니멀
(Minimal)로 도출되었고, 미래 디자인은 이 가치들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세 가지 코드를 제시한다.

2000 > 2018

SDTEE & INFLUENCE
SOCIETY
디지털 사회
[CERTAIN FACTOR]

도시화
개인 맞춤 시대

HEALTH

DEMOGRAPHY
고령화

TECHNOLOGY
-

1인 가구 증가

4차 산업 혁명

TECHNOLOGY

개인 맞춤 시대

CONVENIENCE

4차 산업 혁명
적정 기술
ICT 기술

ECONOMY
-

ECOLOGY
-

ECONOMY

경기침체
경제불평등

기후변화
자원고갈

신흥국 중산층 부상

[UNCERTAIN FACTOR 01]

[UNCERTAIN FACTOR 02]

자본주의 4.0
온디멘드 경제, 공유 경제
ECOLOGY

MINIMAL

기후 변화
자원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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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DE 01_PLUS(+)CODE
+ 활력을 더하라
+ 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 실용 가치를 더하라

DESIGN CODE 02_ZERO(±)CODE
± 편안함, 최고의 가치
± 휘게 라이프(HYGGE)

DESIGN CODE 03_MINUS (-)CODE
- 가사노동을 줄여라
- 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 유해 환경을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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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DE 02.
± CODE
미래 스마트 리빙에서 제로코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편안함과 안정과 치유
를 경험할 수 있는 디자인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
센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스마트 인식 기술이 기술 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숨은 가치로
제공되는 인간 중심의 편안한 디자인(Comfort Design)과 외관상으로는 공간과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 친화적
형태로 있는 듯 없는 듯, 착용했으나 착용하지 않은 듯 거부감 없는 완전체로서 미래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코드이다.
또한, 라이트 테크(Lite Tech)를 활용해 도심 속에서 자연과의 소통을 통해 그린프리미엄(Green Premium)을
구현하고,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요소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제공하며, 여행과 다양한 테라피
등을 통해 일상 탈출과 정서적 안정을 경험하여 아이덴티티를 찾도록 도와주는 휘게(HYGGE)라이프는 지
속적으로 마켓에서 요구되는 컨셉 방향이다.

편안함, 최고의 가치

휘게라이프(HYGGE)

DESIGN CODE 02

도심 속 휴식공간

Sleeponomics(수면경제)

스마트 기술의 확장

피로회복
자살율1위

피로한 일상

스마트폰중독

여유로운 시간
휘겔리케이션
정서적 안정감

친환경
데일리 디톡스
동인
발견
안전의식 증가

만능 지능화

슬로우라이프

아날로그

빅데이터

디지털 과잉 행복한 삶

슬리포노믹스

자동화

도시의 정원사

삶의 질 개선

편안한분위기 소소한 삶

플렌테리어
도시 집중화

휴식

센서

자연과 소통

개인 건강과 웰빙

첨단 IT기술
여행
케렌시아

인공지능(AI)

개인맞춤형

캄테크(Clam-tech)

실속형

스칸디나비아 스타일
홈가드닝

심신의 안정

자연취향 인테리어
수면장애

휘게라이프(HYGGE)

편안함, 최고의 가치

동인
추출과
시그널
제시

DRIVE
TRACKING

DRIVE
FILTERING

DRIVE
GROUPING

DESIGN
SIGNAL

DESIGN
CODE

DESIGN
MODULE

DESIGN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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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DE 02

±

CODE

± 유지하라.
편안함

편안함, 최고의 가치

휘게(Hygee)

휘게라이프(HYGGE)

인간 중심 스마트 기술, 캄테크(Calm-Tech), 히든 테크(Hidden Tech), 소음 차단, 맞춤
감각 능력(시력, 청략), 최적 온도 조절…
슬로우 라이프, 여행, 생활 속 가드닝, 디지털 디톡스, 테라피 요소(아로마, 빛, 향, 음악,
사운드 등),스칸디나비아 디자인, 휘겔리케이션(Hyggelication), 크래프트 요소, 패브릭 느낌

VALUE

Calm-Tech, Hidden Tech, Digital Detox, Therapy, Optimization, Customization,
Personalization, Healing Life, Relaxation, Comfortable Atmosphere

FUNCTION

KEY
WORDS

VISUAL

VALUE

Easy Function

Natural aesthetics

Optimization

Hub Control

Color & Patterns of

Customization

Sleep Tech

nature

Personalization

Calm Tech

Organic curve

Smart Life

Simple Interface

Tone –on-Tone

Freshness

Lighting Effect

color

Eco Friendliness

Interaction

Soft Form

Spiritual Relax

Maximizing Sense

Raw material

Natural Value

Assembly Kit

Fabric

Digital Detox

Wearable device

Scandinavian

Comfortable

Fitted

Handcraft

Atmosphere

DESIGN CODE 02

2000년대 유사 또는 이종 기기와의 결합과 융합, 디지털화,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성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허물어지면서 가상 공간에서의 교감, 사람과
기계가 공존하는 오프라인, 적극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집단지성 등 수평적·수직적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기회를 찾으면서 최적의 환경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기술 가치를 지향점으로 삼을 것이다. 미래 디자인은
ICT 핵심기술인 '센싱 기술',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보안 기술' 등이 지능정보 기반으로 인간의 PAIN POINT를
자동 인식하여 소통하고, 도와주고, 지켜주면서 편안함(Comfort)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될 것이다.

기술 중심 CONVENIENCE

인간 중심 COMFORT

융합

결합

부착

착용

삽입

인식

과거

미래

2030 기술의 공통점은 '인간과 가까워지는 기술' 인간과 소통하고, 도와주고, 지켜주는 디자인으로 진화할 것이다.

CONVERGENCE 1.0
CROWD SOURCING
아날로그 방식, CONVERGENCE 개개인 전문성
만능주의
참여의 일상화
컨텐츠 디지털화

2000

삼성전자 콤보
DVD+VCR

바이오
스킨

2002

2001

사람과
숨은기술

2017

SHY TECH

2003

2005

2004

가스렌지+오븐 벨소리, 특수문자 세탁기+건조기 에어컨+히터 룸바
카메라폰

사람과 사물의
연결_인식

2016

사람과 로봇
과 연결

자세교정
_부착

사람과 사물,
환경과 연결

임바디드
인터렉션

2006

2007

DMB, 블랙베리 8100 애플_멀티
MP3폰 Pearl 멀티테스크
터치

사물과 환경 연결

2014

2015

복합감각,쌍방향
멀티터치,
상호교감

2013

CONNECTION

사람과 사물,
환경과의 연결

CONVERGENCE 2.0
이종업계/HW+SW

2008
졸음감지
자동차 시스템

사람과 사물의 연결

2012

WEARABLE
HW+SW+NW

2009

2011

자동차+IT
텔레매틱스

2010

TRIVERGENCE
HW+SW+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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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DE 02
유지하라
1990년대 후반 IMF를 겪고, 사회적으로 Well-being, Wellness,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Healing 등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났고, 현재 Hygge 트렌드로 까지
진화하면서 인간을 인간 답도록 도와주는 디자인이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원하는 현대인
들은 일상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풀고 일상 생활로 복귀하기를 원한다. 보기만해도 심신의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및 가구, 테라피 요소(빛과 컬러, 사운드, 향), 최적의 수면 환경은 정신 건강을 도와주고,
여행에 필요한 소품, 이동기기, 서비스 등 편안한 일상 탈출을 하도록 제공하여 현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2000

2005
WELLBEING

WELLNESS

유기농, 건강식

자가
주사

2017

고급 휘트니스센터
명상, 요가, 스파

건강약자 공기청정기
지원

2016

HEALING

WELLNESS
육체적+정신적 건강
(Wellbeing+Fitness)

2002

2001

2015

LOHAS

LUXURY WELLBEING
식(食), 고급문화

2000

2010

2003

WELL-LOOKING
대중화,다양화

공기청정기, 비데, 가습기
프리미엄 신건강가전

건강 식품

안티에이징

약복용시간 건강 상태
알림
체크

2015

휘게 HYGGE 건강약자지원 환경푸드포비아

2005

2004

2014

2006

HYGGE

LOHAS
사회적 웰빙

2007

2008

공기
청정기

2013

HEALING 힐링

INDIVIDUAL
HEALING

2012

신종플루
대응상품

2011

GREEN
LUXIST

2009

OXYZEN BAR

웰빙차음료
저도수 소주

제습기·
에어워셔
등 웰빙가전

ECO MANIAC
환경위기의식

자전거

2010

GREEN NOMAD

DESIGN CODE 02

MARKET ISSUE
'특별하지 않은 특별함을 제공하라,
'쇼루미세이션(SHOWROOMISATION)'
2018 메종&오브제 전시회의 주요 테마는 'Show Room' 이었다. 1인 방송, 이미지 중심의 소셜미디어가 확산
되면서 사용자가 제품을 자신의 취향과 일상의 스토리에 맞게 편집하고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 사용자의 편안한
일상의 공간과 스토리 속에 제품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고 전달되고 있다.
사람들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더 이상 명품과 최첨단 신제품을 통한 부의 과시가 아니다. 가볍게 다가갈 수
있고, 친숙하면서도 숨겨진 기술로 특별하게 가치를 드러내는 편안한 디자인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메종&오브제에서 올해의 디자이너로 선정된 세실리에 만즈(Cecilie Manz)의 디자인은 심플하지만 한없이
섬세하고 세련된 동시에 특별한 컬러 감각과 텍스처가 돋보인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maison-obj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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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ISSUE
최상의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
'슬립테크(SLEEPTECH)'
슬립테크란 'Sleep(수면)'과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수면 관련 데이터를 분석
하고 수면을 돕는 기술을 말한다.
여가와 휴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고품질 수면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발전
하면서 수면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인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에는 2017년부터 '슬립테크관'이 등장했다. 각국의 기업들이 수면을 위한 산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CES 2018 슬립테크관에는 수면 중 심장박동, 코골이 등 수면상태를 분석해주는 매트, 실내 온도 변화에
따라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스마트 베드, 머리에 쓰고 자면 뇌파를 분석하고 백색소음을 발생 시키는
웨어러블 밴드 등이 소개되었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슬립테크 기기들은 사용자의 수면 데이터를 단순히
분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한 데이터를 활용해 최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Sleep Tech Adoption(Q2/17)
25%
20%
15%
10%
5%
0%
Sleep tracking
app users

sleepnews.info / CES – Sleep Tech Aids for 2018

Users of fitness
Users of smart Stand-alone sleep
Overall sleep
trackers with sleep watches with sleep quality monitor
tracking device
owner or app users
tracking features
tracking feature
owners

한국인 평균 수면시간
7시간 49분

국내 연도별 수면질환 환자수 추이
515,326명

8시간 22분
456,124명
380,686명

한국

SOURCE｜lifentalk.com

OECD

2013

2015

2017

SOURCE｜OECD,2015/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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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쉼표,
케렌시아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잠깐이라도 자기만의
공간에서 휴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서적, 신체적 편안함을 제공하는 가구와
함께, 빠른 피로회복을 제공하는 가정용 마사지 기기들이 젊은 층 부터 시니어까지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 내 안마기기 시장은 2016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해 2018년 시장규모는 127억 위안에 이를 전망이며
특히 안마기 시장에서 안마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으며, 안마기 시장 회복세와 공유 안마의자
시장 성장세로 안마기 시장은 최상의 발전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OURCE｜확산되는 중국 공유 안마
의자 시장, KOTRA, 2018)

일상 속 쉼표,
케렌시아

IMAGE/ korailwebzine.com

안마의자 구매/렌탈고객 연령비중
2016년

2016년

35%
25%
15%
5%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신한카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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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ISSUE
일상으로 부터 떨어져 있기를 원한다. 그들만의 공간을 원한다.
"HOME-AWAY FROM-HOME", "WORKING-AWAY FROM –WORKING”
2030 미래 여가 생활은 여전히 스포츠, 문화 체험, 쇼핑, 여행 등 활동이 중심이 될 것이다. 핵심 트렌드
는 스트레스받는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 그들만의 공간에서 아이덴티티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여행은 그러한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개인 맞춤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디자인 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글로벌 중산층이 여행의 주요한 소비자로 부상하고, 고속
교통 시설, 인공지능 비서, 언어 통역 등을 기술로 구현하여 신체적 건강, 지역, 언어의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고 여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2017 한국부자보고서 Zoom In Super Rich 기사에
따르면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조사한 부자들의
평균 여가시간은 주중 4시간, 주말 6시간이며,
개인 여가시간(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활동 제외)
에는 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27%)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관람
(전시, 회화, 공연 등)(18%), 취미오락(쇼핑, 외
식, 등산 등)(16%) 등의 활동이 차지했다. 연령대
별로 40대 부자의 경우 취미오락(31.6%)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50대는 스포츠 활동 참여(32%)
와 사교활동(모임)(15%), 60대는 스포츠 활동
참여(31%)와 문화예술관람(25%), 70대 이상은
스포츠 활동 참여(28%), 휴식(17%)등의 비중이
높았다.

글로벌 중산층이 여행의 주요한 소비자로 부상하고, 고속 교통
시설, 인공 지능, 언어 통역 등의 진화된 기술로 신체적 건강,
지역, 언어의 물리적 제약을 받지않고 여행이 가능할 것이다.

개인 여가 시간 활동 현황
26.9%

스포츠 활동 참여
17.7%

문화예술관람(전시회,영화등)
취미오락(쇼핑, 외식, 등산 등)

15.5%

휴식(TV시청, 낮잠, 산책)

14.1%

사교활동(각종모임)

9.5%

관광 및 여행
종교 및 사회 봉사활동

8.8%
4.9%

스포츠 경기 관람

1.4%

문화예술참여(노래, 연주,무용등)

0.7%

SOURCE｜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21593

퓨처 파운데이션이 미래 여행자들을
2020년 4그룹, 2030년 6개 그룹을 제시함.

DESIGN CODE 02

여가·놀이의 품격을
높여주는 디자인
최근 국내 스타트업 중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 중 하나가 '야놀자(좋은숙박 연구소)' 이다.
야놀자Yanolja는 단순한 숙박 앱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숙박과 비숙박을 아우르며 놀기 위한 모든
액티비티를 디자인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 중이다.
중소형 숙박 공간(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B&B 포함)은 현재 전국에 5만여 개로 추산되고, 매출 면으로
보면 특급 호텔 3배가 넘는 거대한 시장이다. 이제는 숙박을 넘어 그 안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고, 최근
에는 모텔로 가서 휴식을 취하는 '모캉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여기에는 모텔에 대한 젊은
세대의 쿨한 인식이 더해진 점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변화의 시기를 보면 2000년 이후 웹을 통해 숙박업소
검색과 예약이 가능해진 서비스와도 맞물려 있다. 그 흐름의 중심에 야놀자가 있었다.
야놀자는 앱 론칭 시점인 2011년부터 공간 시공 사업도 함께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는 '야놀자디자인랩' 을
통해 중소형 숙박과 관련한 모든 디자인과 컨설팅까지 직접 진행한다. 직영과 가맹점을 포함해 현재 야놀자
가 디자인과 시공을 맡은 공간에는 'Designed by Yanolja'라는 BI를 인증마크처럼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과 시공 그리고 숙박 운영 노하우는 고급형 호텔야자와 중저가형 호텔얌을 비롯해 휘게리 홍천하우스
와 H애비뉴 등 자체 호텔 브랜드 론칭으로도 이어졌다. 야놀자는 비숙박 공간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해 부산
예스24 중고 서점 F1963점의 브랜딩과 공간 디자인을 진행했다. 이는 야놀자가 지향하는 '놀이터' 가 숙박에서
비숙박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되고 있다. (SOURCE｜월간다지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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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ISSUE
자연과의 소통으로
인간다움을 느낀다.
2018 런던 디자인 비엔날레는 전세계 40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감정상태(Emotional States)' 를 주제로
감정적으로 요동치고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시대에서 디자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조명했다. 주목 받은
전시 중 아래 두 가지는 자연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소통하면서 평정심을 찾고 일상의 소소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atvia: Matter to Matter는 두 개의 요소가 한 공간을 구성하면서 관람객들이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생각
하도록 유도했다. 물방울이 맺혀있는 벽은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벽 앞에는
라트비아에서 자란 나무로 만든 벤치가 놓여있다. 벤치 제작에는 라트비아에 분포하는 나무의 비율대로
여러 가지 목재가 사용되었다.
The Netherlands: Power Plant는 햇빛을 이용해 먹을 것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미래형 온실이다.
발명가이자 태양광 디자이너인 마르얀 판 아우벨(Marjan van Aubel)이 디자인한 작품으로 영양분이 풍부한
물과 유색 LED 조명으로 식물을 재배하는 수경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유리로 된 구조물은 밝은 핑크색
으로 빛나는데, 이는 적색 및 청색 광선은 식물이 성장을 위해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SOURCE｜deze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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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함 최고의 가치
미래 스마트 리빙을 위한 디자인 컨셉 방향 중 제로 코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편안함,
치유를 경험 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해준다. 첫 번째 디자인 시그널 '편안함 최고의 가치'는 개인 취향과 상황에 따라 맞
춤화 서비스를 구현해주는 스마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센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스마트 기술이
일상 속 기기 및 시스템 안으로 녹아 들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외형적으로는 인간 친화적
인 형태로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와 조화를 이루며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제공한다.

· 최적의
맞춤 환경 제공

·사용자 친화
외관으로
편안함 제공

· 최적의
수면 환경 제공

±
편안함,
최고의 가치

ZERO
CODE

휘게
(HYGGE)
라이프

·자연과
소통으로
휘게 제공

· 일상 탈출로
휘게 제공

· 시각적으로
최적의 환경 제공

· 테라피로
휘게 제공

± CODE_편안함 최고의 가치

± CODE
BMW i inside future

Concept-i RIDE

BMW 컨셉카인 이 디자인은 자율주행모드 기술을 사용하여 집에서
편하게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는 것 처럼 주행 중에 편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집이 되는 차'임. 뒷좌석 전면에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으며, 영화를 재생하면 자동으로 차 내부 조명을 어둡게
하여 극장 환경을 만들어 주며 뒷좌석에 잔디가 깔려있어 자연
환경의 편안함을 선사함.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컨셉카로
자동운전 시스템과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
으며, 사용자를 위한 최적의 주행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함.

SOURCE｜red-dot.sg

SOURCE｜asia.clickandgrow.com

Hannah
자율 주행이 가능한 미니 스쿨버스 컨셉카로 위험에 쉽게 노출된 학교 스쿨버스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탑재하여
50명이 넘는 아이들을 위해 안전하게 등하교길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해줌. 탑승 학생 인원이 많아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6인승이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각 아이들의 얼굴 인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 각
학생들 집에 안전하게 승하차를 도와줌.

SOURCE｜tea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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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편안함 최고의 가치

_최적의 맞춤 환경 제공

Ember Mug

Take-off

적절하게 온도를 조절하고 언제나 따뜻한 차나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이 제품은 세라믹 재질의
컵 안에 전열기구가 내장되어 손쉽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스마트폰 앱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손쉽게 충전이 가능함.

날씨에 맞춰 옷을 추천해 주는 스마트 행거로 원목에 5개의
플랩과 행거가 장착되어 있음. 이 행거는 캘린더와 동기화
하여 일기 예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날씨를 파악하고
입을 옷을 추천해줌. 와이파이로 연결하여 날씨 정보 및 시간,
실외 온도를 보여주며 대기오염 수준까지 알려줌.

SOURCE｜ember.com

SOURCE｜takeoffhanger.com

Eagle 360 Urban
향후 자율 주행차에 맞는 인공지능(AI)가 탑재된 타이어 이글 360 어반(Eagle 360 Urban)을 제네바 모터쇼에서
선보임. 도로 환경과 컨디션에 따라 상태를 확인하고 감지하는 센서를 부착하여 도로 표면 상태에 맞게 표면이
트랜스폼되어 효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함. 향후 사고 위험을 최소화시켜주며 자율 주행차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SOURCE｜news.goodyear.eu

± CODE_편안함 최고의 가치

FZ

GAZE DESK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미쓰비시의 신제품으로
외부 온도와 일사 광선을 모니터링하여 체감
온도를 예측하고 온도를 조정해줌.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실내 온도를 감지하고 사용자의 체감
온도를 데이터로 검색하여 편안한 실내 환경을
자동으로 만들어줌.

스마트 디바이스 제조사인 게이즈랩(Gaze Lab)은 서있는 자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체공학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해 주는
전동워크스테이션 책상을 선보임. 사용자의 자세를 자동으로 측정
하여 자세가 흐트러질 때마다 스마트폰 앱과 연동된 로봇을 통해 알
려주며 잘못된 자세에 대한 교정을 유도함. 기록된 자세 습관을
바탕으로 맞춤형 기능성 깔창을 제작하여 자세 교정에도 도움을 줌.

SOURCE｜mitsubishielectric.co.jp

SOURCE｜gazedesk.com

SheZmirror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피부 상태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이 제품은 거울뿐만이
아니라 블루투스 스피커 및 LED로도 활용 가능함. 카메라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를 분석할 때 활용하며,
위급시 보안카메라로도 활용할 수 있음. 피부 상태를 일, 주, 월 단위로 분석하여 그래프화하여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 가능하며, 최적의 피부상태를 효율적으로 유지시켜줌.

SOURCE｜shezmirr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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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irror Touchscreen Mues Tec
화장실에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 거울로 터치 스크린 및 음성 컨트롤도 가능하도록 제작함.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스피커로 활용할 수 있으며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 영상통화도 가능함. OS 안드로이드 6.01과 8코어 프로세스가
들어있어 다양한 기능을 구동할 수 있음.

SOURCE｜thegadgetflow.com

Autoilet
스타트업 기업인 노이텍(Neu-Tech)이 킥스타터에 공개한 이 제품은 모션센서를 활용하여 사람이 오면 자동으로
커버를 올려주는 스마트 변기 커버임. 남자 사용자의 경우 발가락을 인식하여 커버 시트를 한번 더 올려주며 사용
하지 않을 때 소독장치가 작동하여 살균시켜줌. 간단히 설치가 가능하며 전원만 연결하면 어디서나 사용 가능
하게 설계됨.

SOURCE｜psfk.com

± CODE_편안함 최고의 가치

Light Phone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4세대 LTE 전화기로 전화, 메시지, 알람 기능만 담고 있음.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집중하여 통신비가 저렴하고 가벼움. 일상에서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현대인들을 위해 본연의 기능에만 충실하게
제작한 이 핸드폰은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통을 하고 미니멀 라이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줌.

SOURCE｜indiegogo.com

Blloc

Sidekicks

흑백으로 블록 화면만 가득 채워져 있음. 미니멀하면서
도 심플한 흑백 디자인은 단순한 UI를 구성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보여줌. 간소화된 OS로 배터리 소모를
줄이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어 디지털 디톡스를
즐기는 사용자들에게는 최적의 스마트폰.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현대인들을 위해 사용 시간을 알려
주고 일정 시간이 되면 작동이 멈추도록 설계되어 있음.
스마트폰에 시간을 설정해 놓은 후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탁상 램프의 화려한 빛으로 축하받을 수 있음.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해줌.

SOURCE｜blloc.com

SOURCE｜matteobandi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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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 MONT
가습기의 정형화된 형태에서 벗어나 인테리어 오브제 처럼 주변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벽걸이 형태로
거치되며 뒷면 물탱크에서 초음파 발생 장치로 물을 진동시켜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연출함.

SOURCE｜behance.net

CEILI.AIR
부피가 크고 별도의 설치가 필요한 기존의 공기정화 시스템을 보안한 제품으로 실내 어느 곳에나 쉽게 설치 가능
하도록 설계됨. 천장에 설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쉽게 이동이 가능하며 스텐레스 스틸 마감으로 심플하고 모던한
외관 디자인과 LED 조명이 내장되어 있어 인테리어 효과를 줄 수 있음.

SOURCE｜trendhunter.com

± CODE_편안함 최고의 가치

Eneby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IKEA)에서 디자인한 이 제품은 심플하고 모던한 블루투스 스피커로 배터리를 삽입
하여 포터블하게 사용 가능하며, 같은 디자인에 크기를 달리 제작하여 실내 크기 및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고를
수 있음. AUX케이블을 이용하여 유선 연결도 가능하며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 이동에도 용이함. 천 소재로
제작하여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함.

SOURCE｜ikea.com

Li Edelkoort & Google
트렌드 예측가인 리 에델코트(Li Edelkoort)와 구글은 미래 일상 생활에서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함.
미래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일과 여가생활이 모호해 지면서 전자제품, 서비스, 인테리어 등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함. 패브릭 소재로 마감한 전자기기 외관을 통해 편안함을 제공함.

SOURCE｜deze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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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eate Series

KETTLE

스마트 홈퍼니싱 컨셉 제품으로 기존 집안 환경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움이 특징임. 사용자는 편리하고 편안하게 스마트
리빙을 경험할 수 있으며, 기기 작동법을 배우지 않아도 자연
스러운 경험을 통해 스마트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줌.

아시아의 차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정수기 제품. 주전자
에서 물을 따라 마시는 듯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킴. 오염 방지를 위해 세탁이 가능한 패브릭
커버로 제작되었으며, 인테리어 효과를 냄.

SOURCE｜ifworlddesignguide.com

SOURCE｜ifworlddesignguide.com

Composition
다양한 트레이 가구로 확장하여 쓸 수 있는 스마트 무선 충전제품으로 트레이 바닥에 있는 구조물을 결합함
으로써 새로운 가구 유형으로 확장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됨.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색깔과 재료별로 다양하게
조합하여 사용 가능하며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후 케이블을 분리하여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

SOURCE｜studiopesi.com

± CODE_편안함 최고의 가치

Permeate Series

Carl

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탄생한 스마트 홈 보안 장치인 이 제품은
사용자의 스타일에 맞게 선택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으로 컨트롤이
가능함.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결합되어 효과적으로 안전
하게 집을 지킬 수 있음.

가정 내 가스나 알레르기 등 위험 물질을
감지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
주며, 원격 조정도 가능함.

SOURCE｜haivenhome.com

SOURCE｜design3.de

Samsung x found
한국 디자인 스튜디오와 삼성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선보인 스마트홈 가구로 가구와 무선 기술의 융합이
어떻게 결합될 것인지를 보여줌. 이 제품은 조명기구, 충전판, 사이드 테이블, 가습기 등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전판의 경우 스마트폰을 올리기만 해도 무선 충전이 가능함. 사이드 테이블의 경우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 음악감상이 가능함.

SOURCE｜foundfound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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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nox Sleep Robot
품에 안고 자는 것만으로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수면 유도 로봇으로 사용자의 심장박동에 동조하여
미세하게 움직여 깊은 숙면을 도와줌. 수면에 필요한 사운드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함. 테스트에 참여한 90%가
효과적으로 숙면을 취함.

SOURCE｜meetsomnox.com

Dreamlight
바쁜 일상의 현대인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안대형 제품으로 4개의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가 내장되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편안한 잠을 취할 수 있음.

SOURCE｜dreamlight.tech

± CODE_편안함 최고의 가치

Quiet On SLEEP
코골이로 인해 숙면을 취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노키아 출신들이 코골이 소음을 줄여주는 스마트 이어폰을
개발함. 핀란드 소재 기업 콰이어트온(QuietOn)이 개발한 콰이어트온 슬립온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지원되며
소음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코골이로 발생하는 소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줌. 인체공학적 설계로 수면
중 뒤척이면서 이어폰이 빠질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 쉽게 빠지지 않고 상대방의 편안한 수면을 유도함.

SOURCE｜quieton.com

Sleepbuds
음향기기 전문회사인 보스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무선 이어버드를 공개함.
슬립버드는 노이즈 마케팅 기술로 주변의 소음으로 부터 격리해주어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숙면을 청할 수 있도록 해줌.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여 부드러운 소리, 자연 소리, 친숙한 소리 등으로 소음을
상쇄하는 음향을 제공해주며, 착용 시 잠자리에 들면 알람 설정기능까지 가능함.

SOURCE｜bo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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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Sleep
필립스에서 제작한 스마트 슬립 헤어밴드는 각 사용자의 특성에 맞춰 음조와 음량을 조절하여 수면 상태를
관리해주는 웨어러블 기기. 숙면 유도 및 수면 패턴을 모니터링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고 REM 수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마 부분에 달린 센서를 통해 두뇌 활동을 감지하여 효율적인 수면 관리가 가능함.

SOURCE｜usa.philips.com

Go2Sleep
수면을 도와주고 수면 질을 향상시키는 이 제품은 반지 모양의 미니멀한 사이즈로 제작됨. 일반 가정용 수면
테스트(HST)기기보다 훨씬 작고 특수 재료로 제작되어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며, 편안한 수면을 유도함. 특히
수면 중 무호흡 상태와 코골리로 인해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를 감지하여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수면 관리를 해줌.

SOURCE｜digitaltrends.com

± CODE_편안함 최고의 가치

Sleep
수면을 체크하고 편안한 잠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면관리 제품으로 사용자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음. 어뎁터와 슬립패드, USB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설치 없이 전원만 연결하면 쉽게
사용 가능함.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용자의 수면 체크 뿐만 아니라 걷기, 몸무게 등을 알려주어 건강을 체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서 등록하여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음.

SOURCE｜designboom.com

Memokids

Snorelax

아이를 위한 스마트 육아 제품으로 아이의 겨드랑이 뒤쪽에 붙여 아기
체온 및 수면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체온 센서와
열 관리 알고리즘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계속 확인가능하며 ASTM
및 FCC 표준에 맞게 제작하여 아이의 인체에 무해함.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도, 증상, 수면상태 기록 및 예측이 가능하며 아이의 상태를
원격으로 보살필 수 있음.

턱에 부착하여 기도를 편하게 열도록 유도
하여 수면 중 호흡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줘
코골이를 감소시켜 주고 건강한 수면을 도와
주는 제품.

SOURCE｜kickstarter.com

SOURCE｜kickstar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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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ASI Smart Sleep Glasses II

Sleepbliss

수면의 질을 높이고 개선하기 위해 물리적인 광선요법으로
수면을 도와주는 스마트 안경장치로 특정파장을 노출시켜
신경계를 자극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여 효율적인
수면을 도와줌.

주파수를 이용한 수면 유도 크리스탈 볼 제품으로 취침
시 베게 밑에 넣어두면 뇌파를 조절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음.

SOURCE｜kickstarter.com

SOURCE｜sleep-bliss.com

Sleepie
빛, 음악, 향기 센서로 뇌를 편안하게 해서 잠을 유도하는 제품으로 깊은 잠을 들게 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줌. 18개 자연의 소리 트랙이 내장되어 있으며, 100%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5종의 아로마 링은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하게 도와줌.

SOURCE｜kickstarter.com

± CODE_편안함 최고의 가치

Ostrich Pillow Loop

Soraa healthy

집 뿐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베게로
눈을 편안하게 감싸주어 짧은 시간에 빠른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줌. 얼굴을 X자로 가려주고 쿠션이 머리를 지지해
편리하게 장소에 상관없이 편안한 잠을 취할 수 있음.

빛의 채도를 통해 수면에 관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켜 수면 장애를 해소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명 제품으로 자연광에 가까운
빛을 제공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함.

SOURCE｜ostrichpillow.com

SOURCE｜soraa.com

Philips Somneo Wake-up
편안한 숙면을 취하게 도와주고,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수면 상태를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빛과 소리를 통해
사용자의 숙면을 관리해줌. 소리가 커지고 빛이 밝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며 빛을 통해
호흡을 유도해 잠이 쉽게 들 수 있도록 해줌.

SOURCE｜sleepnumb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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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MODULE 01
편안함, 최고의 가치
최적의 맞춤 환경

친숙한 디자인의 홈 컨트롤러로 편안함 제공 / 소리와 움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사용자에게 최적의 상태로 제품이 컨트롤 되는
지능화된 개인맞춤 / 캄테크(Calm Tech)를 구현하는 생활 가전 기기
인테리어 벽면의 디스플레이화 / 신체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건강상태나 질병 여부를 쉽게 체크할 수 있는 / 터치 등의 모션을 통한 직관적인

± CODE_편안함 최고의 가치

DESIGN MODULE 02
편안함, 최고의 가치
사용자 친화 외관으로 편안함 제공

자연친화적 머티리얼을 모티브로한 가전제품 / 소프트한 가구 같은 느낌의 전자 기기
애완동물과 같은 친근한 이미지 / 기술이 히든된 요소 / 유기적 형태
전자기기이면서 인테리어 소품 역할을 하는 / 아날로그 외관에 내장된 스마트 시스템
여성 소비자를 위한 감성가치와 스마트함을 결합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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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MODULE 03
편안함, 최고의 가치
최적의 수면 환경 제공

수면 유도 웨어러블 디바이스 / 개별 수면 습관에 기반한 솔루션 제공
수면상태 모니터링 및 개별 트래킹 / 뇌파분석을 통한 숙면 지원
편안한 착용감을 부각시킨 웨어러블 수면 디바이스
감각요소(시각, 청각, 후각)와 결합된 수면 유도 기기 / 긴장과 피로를 풀어주는 수면 키트
착용하지않고도 수면에 도움을 주는 / 무게감이 느껴지지않는 / 관리가 용이한 수면유도기기

± CODE_편안함 최고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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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DE 02
휘게 라이프(HYGGE)
두 번째 디자인 시그널 '휘게(Hygge)라이프'에서는 피로 사회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슬로우 라이프를 선호하
는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디톡스, 일상 탈출과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과 인테리어 분
위기, 일상의 소품 및 테라피적 요소,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통해 경직된 마음을 녹이며 일상 속 여유를 제공하
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 최적의
맞춤 환경 제공

·사용자 친화
외관으로
편안함 제공

· 최적의
수면 환경 제공

편안함,
최고의 가치

ZERO
CODE

휘게
(HYGGE)
라이프
±
·자연과
소통으로
휘게 제공

· 일상 탈출로
휘게 제공

· 시각적으로
최적의 환경 제공

· 테라피로
휘게 제공

± CODE_휘게 라이프(HYGGE)

± CODE

휘게 라이프(HYGGE)

__자연과 소통으로 휘게(HYGGE) 제공

MILO
밀로는 사용자가 좋아하는 꽃이나 식물을 이용한 미니 온실 겸 조명제품임. 은은한 조명과 작은 화분을 이용하여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으며,LED조명은 햇빛과 유사한 온도인 4000K로 맞춰져 있어 계절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식물에게 햇빛을 제공하여 화분 생존율을 효과적으로 유지시켜줌.

SOURCE｜eng.lightovo.com

Smart Green Wall

Grove labs

핀란드의 스타트업 기업인 나바(naava)는 미국에서 오픈 가드닝
을 위한 스마트 수직 정원 공식 판매를 시작함. 오피스 공간 벽면을
활용하여 도시형 수직 정원을 구현해주며, 벽면에 쉽게 고정
가능하고 바퀴를 달아 이동시키거나 공간을 구분하는 파티션
역할을 함. 공기정화, 가습기능을 수행하여 오피스 실내 환경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줌.

사람들이 집안에서 쉽게 건강한 식재료를 재배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앱을 통해 식물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관리가 가능함.
또한 하단부는 수조와 결합하여 인테리어는
물론 아이들의 교육용으로도 활용 가능함.

SOURCE｜naava.io

SOURCE｜grovegro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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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휘게 라이프(HYGGE)

__자연과 소통으로 휘게(HYGGE) 제공

Click & Grow Smart Garden 3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어디서나 식물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 기르고 싶은 품종이 든 캡슐을 구입한 후 기기에
넣고 한달 간 물 1.2L를 넣어 작동시키면 편리하게 식물의 재배가 가능함.
모듈식 램프와 LED가 내장되어 있어 식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자동적으로 식물을 케어함.

SOURCE｜asia.clickandgrow.com

Greenox
스마트폰으로 쉽게 조작 가능하며, 고분자 석재로 만든 심플한 디자인으로 개발된 하이테크 정원 Greenox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 유기농 채소를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됨. 실내에서 아담한 정원을 가질 수 있으며,
디자인이 심플하고 고급스러워 인테리어용으로 사용 가능함.
Greenox앱으로 물 공급량, 배터리 충전량, 토양 수분 및 주변온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손쉽게 식물을 키우고
재배할 수 있음.

SOURCE｜kickstarter.com

± CODE_휘게 라이프(HYGGE)

Plantbox
삼성전자 스타트업 Agwart에서 스마트 가드닝 툴인 Plantbox를 선보임, 이 제품은 스마트폰 앱으로 식물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이 가능함. 사용자가 씨앗을 심으면 Plantbox가 자동으로 종을 감지하여
그에 따른 내부 조건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줌.

SOURCE｜kickstarter.com

Grow Duo

Paul Potato

환경호르몬이 없는 재질로 만들어진 이 화분은 수도꼭지에 연결
하는 호스와 어댑터를 연결한 후 씨앗을 심으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화분에 공급할 물의 양과 횟수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이후 자동으로 물을 주어 손쉽게 재배 가능하도록 하며,
화분 바닥에 센서가 설치되어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을 시 스마트
폰으로 알려주어 식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함.

폴 포테이토 화분은 좁은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작물
을 키울 수 있도록 재배 가능하게 제작됨. 식물이
성장 가능하도록 수직 형태로 쌓을 수 있어 공간 절약
이 가능함. 위에 물을 주면 아래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균일하게 구멍을 뚫었으며, 흙을 담아도 안정감 있게
설계하여 식물이 자라기 최적의 장소를 만들어 줌.

SOURCE｜hellogrow.com

SOURCE｜kickstar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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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휘게 라이프(HYGGE)

__일상 탈출로 휘게(HYGGE) 제공

Bleton’s Monade Capsule
Alice Bleton은 도시에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잠시나마 외부 환경과 단절하여 자기만의 공간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조그마한 캡슐 은신처를 디자인함. L자 모양으로 설계하였으며 모든 건축의 가장자리에 설치 가능
하며 21개의 섬유 유리로 만들어져 반투명 패널은 햇빛을 차단하여 차분한 대기광을 구현함으로써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함.

SOURCE｜alicebleton.com

Slow Cabins
복잡한 도시를 떠나 편안한 자연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숙박 서비스로 가장 큰 특징은 예약할 때 숙박
위치를 알 수 없게 함. 목적지를 계획하고 일정을 짜는 것에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숙박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함. 방문객은 숙박 위치를 예약 2주 전에 알게 되며 현지 농장
에서 생산한 채소와 함께 '슬로우 푸드'를 맛볼 수 있으며, 진정한 '슬로우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음.

SOURCE｜slowcabins.be

± CODE_휘게 라이프(HYGGE)

Manshausen
노르웨이 북부 Manshasen 섬에 위치한 리조트로 습한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엄선된 친환경적인 목재와 강화
유리 및 알루미늄을 사용함.
객실의 모든 위치 및 방향은 바다, 풍경, 빛, 날씨와 같은 계절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는 침실,
주방, 욕실 등 작지만 실용적인 인테리어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줌.

SOURCE｜snorrestinessen.com

Sauna
밀라노 기반의 건축 회사인 스몰 아키텍처 워크숍(Small Architecture Workshop)은 Åmot호수에서 숙박업체를 운영
하는 한 벨기에 출신 부부의 의뢰를 받아 사우나 시설을 디자인함. 이 사우나는 최대 8명을 수용 가능하며, 탈의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휴식공간 뿐만 아니라 소형 보트나 카누 선착장 역할도 겸할 수 있음. 이곳을 찾는 관광객
들은 휴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친환경 재료로 설계되어 자연과 함께 편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음.

SOURCE｜deze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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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휘게 라이프(HYGGE)

__일상 탈출로 휘게(HYGGE) 제공

90Deg Bamboo Chair Within Bag
대만의 디자이너 Jeff Ching-Wen Chang 이 디자인한 가방.
대나무 프레임으로 된 이 여행용 가방은 휴식이 필요할 때 90도로 돌리면 간단하고 쉽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로 변형이 가능함.

SOURCE｜competition.adesignaward.com

Sebastian Maluska's pop-up tent
로잔 예술 대학교 졸업생인 세바스찬 말루스카(Sebastian Maluska)는 캠핑이나 아웃도어를 위한 팝업 텐트를
디자인함. 이 텐트는 지붕 위에 설치 가능하며, 텐트 옆 사다리를 통해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됨. 가벼운
알루미늄 프레임과 선박에 사용하는 천을 이용하여 가볍게 만들었으며, 손쉽게 이동 가능함.

SOURCE｜dezeen.com

± CODE_휘게 라이프(HYGGE)

± CODE

휘게 라이프(HYGGE)

__시각적으로 최적의 환경 제공

Little Nest
누에가 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누에고치에서 영감을 받아 자연 재료와 수작업으로 만든 요람.
양모와 가죽 스트랩으로 만든 요람은 아이의 작은 움직임마다 반응하고 부드럽게 흔들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좋아했던 감촉과 비슷한 느낌을 줌.

SOURCE｜babyspaperth.com.au

Image
중국 풍경화에서 영감을 받아 전통적인 느낌과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하여 디자인한 소파. 등 받침은 남성적인
느낌의 산 모양으로 서로 다른 컬러의 패브릭을 사용하여 원근감을 표현하고, 좌석 표면은 아크릴을 사용하여
여성적인 느낌의 투명한 호수를 연상케 함.

SOURCE｜competition.adesignaw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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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휘게 라이프(HYGGE)

__시각적으로 최적의 환경 제공

Bubbles
패브릭으로 제작한 모듈식 의자인 버블즈는 두꺼운 실을 공 모양으로 제작하여 사람의 자세에 따라 다양한 의자
모양을 만들어 앉거나 누울 수 있음. 3개의 공이 기본 모듈이 되어 연결되어 있어 필요한 형태의 의자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음.

SOURCE｜erezmor.weebly.com

Knitted
디자이너 Ariel Zuckerman과 Oed Sapir의 협업 프로젝트.
아크릴 기계 편물과 양모 코바늘 뜨기를 함께 결합하여 조명의 입체 시트를 만든 기술과 전통이 합해진 조명 시리즈.
다양한 컬러의 니트 패브릭이 단단한 조명과 만나 유기적 느낌과 풍부한 채색감을 자아냄.

SOURCE｜competition.adesignaward.com

± CODE_휘게 라이프(HYGGE)

Hideaway Children’s Chair
디자인 주도 육아 회사 New Shoots에서 Think&Shift를 통해 제작한 어린이용 의자.
주변 환경의 소음과 혼잡함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함.
성인용 의자의 축소형이 아니라 어린이에 맞춰 인체공학 및 안락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방식의 의자.

SOURCE｜competition.adesignaward.com

Cocoon Chair
흔들 의자, 해먹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 의자는 그물 침대에서 흔들 의자의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며, 심플하지만 안락
하고 편안함을 전해 줌. 가볍게 제작하여 쉽게 이동이 가능하며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사용 가능함.
2018년 'A Design Award'에서 수상한 작품임.

SOURCE｜yanko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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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휘게 라이프(HYGGE)

___테라피로 휘게(HYGGE) 제공

KiKi
각 나무에는 독특한 향이 있는데, 일본 디자이너 히로미 고이야마는 그 향을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연필과
연필깎이로 제작함. 연필을 깍아내는 감각과 소리가 청량감 있는 향기를 선사하며 다양한 감각을 자극시켜 나무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음.

SOURCE｜kikiki-japan.com

SanSui Humidifier
천연 가습기와 아로마 효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 제품은 너도밤나무로 제작하였으며, 펠트소재를 사용한 구름
모양은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음. CNC로 깍아 제작하였으며 제품을 조립하고 물을 넣은 후 아로마 오일을
떨어뜨리면 친환경 아로마 가습기로 탄생함. 기능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으로 현재 크라우드
펀딩 진행중임.

SOURCE｜kickstarter.com

± CODE_휘게 라이프(HYGGE)

Noso diffuser
아로마 오일 디퓨저로 공간을 채워주어 고급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줌. 고유 오일을 사용하여 차별화된 향를 생성할
수 있으며, 강도와 향을 조절하여 사용 가능함. 모바일 앱으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으며 음성으로도 제어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동 컨트롤 할 수 있음.

SOURCE｜noso.co

Barisieur
아침에 갓 내린 커피로 아침을 깨우는 감성적인 알람 시계로 제품 상단에 커피를 내릴 수 있는 도구가 설치되어 있음.
유리와 스테인리스로 구성되어 세척이 용이하며 커피 대신 차를 우릴 수 있어 실용적임. 매일 아침 커피 향기와
소리로 오감을 자극시켜 감성적인 아침을 일깨울 수 있음.

SOURCE｜barisie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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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휘게 라이프(HYGGE)

___테라피로 휘게(HYGGE) 제공

Oddly Satisfying Spa
VR 기술을 활용한 이색 스파로 현대인에게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경감시켜주어 휘게 라이프를 제공함. 1시간 반
정도의 코스로 오감을 활용하여 정신적으로 안정감으로 경험함.

SOURCE｜luxuryescapism.com

Sensory Reality Pods
VR을 활용해 가상 환경에서 휴식을 제공하는 이 제품은 헤드셋을 착용하면 주변 온도, 바람, 향 등 감각 효과가
연동되어 작은 공간에서도 충분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으며, 마치 실제 해변이나 숲 속에 있는 것 같은 가상
환경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해줌.

SOURCE｜sensiks.com

± CODE_휘게 라이프(HYGGE)

XHA
디자이너 Andriana Nassou가 디자인한 이 제품은 본인의 숨소리를 녹음하여 명상 시 호흡을 들려주어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명상용 이어폰으로 집중력을 유지시켜주며 효과적인 명상 연습을 도와줌.

SOURCE｜andriananassou.com

Aura

Lowdown Focus

슬픔, 분노, 스트레스 등 사람의 감정을 생체인식센서를
사용하여 체크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손목에 착용
하면 사용자의 감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데이터 상으로
확인 가능함. 감정을 체크 함으로써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다 건강하게 도와줄 수 있음.

뇌파 측정기를 탑재한 선글라스로 착용한 순간 간단하게
뇌파를 측정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해 뇌파 데이터를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함. 자신의 뇌파 활동을
그래프로 확인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운동에 효과적
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줌.

SOURCE｜andriananassou.com

SOURCE｜smithop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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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MODULE 01
휘게 (HYGGE)
자연과 소통으로 휘게(HYGGE)제공

공간을 절약해주는 스마트 미니 가드닝 시스템 / 쾌적한 친환경 공간 구현 / 인도어 가드닝 구현
인간의 행동에 따라 영양분이 보급되는 스마트화분 / 사용자의 습관과 식물의 성장을 연동
식물재배에 대한 지식 없이도 쉽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
위생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경재배 / 모듈방식으로 조작이 용이한
일상 탈출로 휘게(HYGGE)제공

조도 조절 기능 / 캠핑카를 타고 여행하는 숙소 공유 시스템 / 혼자서도 안전한 일상 탈출이 가능한
자연과 소통하며 도심 속 긴장을 해소하고 휴식하는 / 간편한 여행을 지원하는 / 최대한 자연과 근접한 휴양 시설
도심속에서 일상 탈출을 경험할 수 있는 / 아무런 준비없이 여행 떠날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

± CODE_휘게 라이프(HYGGE)

DESIGN MODULE 02
휘게 (HYGGE)
시각적으로 최적의 환경 제공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심미적인 디자인 / 자연스러운 조형미
자연 소재를 근원으로 제작된 북유럽 가구디자인 / 감성을 자극하는 생활 속 아이템
테라피로 휘게(HYGGE)제공

자동 차양 시스템으로 소형 주택에도 실내 공기
조도 조절 기능 /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운드 / 쉽게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자연과 소통하며 도심 속 긴장을 해소하고 휴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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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SHAPE) 01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자동 차양 시스템, 인테리어 주방용 실내 가드닝 키트,
자연의 감성을 자극하는
조립식 구조

볼륨감 있는 원통 및 유기적인 곡선

심플하고 구조적이며 친환경적 요소를 강조한 건축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체 부위에 맞춤화된 악세서리 형태

심미적인, 인테리어 요소, 오브제와 같은 장식적인 실내소품 형태의 가전

벽에 부착하는 걸 수 있는,
인테리어 요소적인

플랙서블 타입

컴팩트한 사이즈,
가벼운

DESIGN CODE 02

형태(SHAPE) 02
동/식물에서 모티브를 얻은, 친근한 형상자연의 감성을 자극하는

팝업형태, 탈 부착이 간편한

모듈로 구성되어 분리됨, 조립형 키트, 나만의 맞춤방식이 가능함, 캡슐형태로 보관과 관리가 용이함.

자연의 형태를 닮음, 조형물을 연상하게 하는 디자인

신체에 부착하는 패치 형태, 간편하게 탈착이 간편한

미니멀하고 조작이 쉬운, 콤팩트한 형태

옷처럼 입는 형태의, 붙이는, 탈 부착이 간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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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INTERFACE) 01
자동으로 인식하는 스스로 조절 가능한 운송시스템, 통합관리가 가능한

얼굴인식, 모션인식 기능이 탑재된

디지털 기기의 차단과 아날로그 방식을 더한 디지털 디톡스 경험 제공

모바일 앱과 연동된, 스스로 사용자 맞춤방식 실현

가상현실(VR) 기술과 결합된 스파 프로그램 시스템

숨은 기술과 결합된 인테리어 가구, 사용자에게 최적의 환경 제공, 센서 기반

모바일 앱과 연동된, 사용자 동작인식(터치스크린) 조작 가능

사용자의 행동맞춤 반응 (인터랙티브), 조작하기 쉬운 UI

DESIGN CODE 02

인터페이스(INTERFACE) 02
감각요소 조명(시각), 사운드(청각), 향(후각) 환경을 통해 수면을 유도

후각을 이용한 테라피 경험, 자연의 향기를 전하는

개인맞춤, 증강현실 기술, 개개인에
적합한 메이크업 시뮬레이션

모션 컨트롤이 가능한, 기술과 신체의 활용

감각요소 조명(시각), 사운드(청각), 향(후각) 환경을 통해 수면을 유도

홈가드닝 요소와 결합된 인테리어 및 생활소품

자연의 빛을 포착하여 태양빛을 구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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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COLOR) & 소재(MATERIAL) & 마감처리(FINISHING) 01
집안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파스텔 색감

따뜻하고 소프트한 감성이 느껴지는 가전과 결합된 텍스타일, 패브릭 소재

부드럽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털실, 니트 패브릭, 부직포, 양모

가죽 스트랩

내구성이 강한, 방수, 패치

부드러운 팰트 소재

스테인레스 스틸

플라스틱, 세라믹 가볍고 견고한 소재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색상과 재료의 조합이 가능

DESIGN CODE 02

칼라(COLOR) & 소재(MATERIAL) & 마감처리(FINISHING) 02

자연에서 얻은 (나무, 돌, 흙, 자기) 소재, 나이테의 톤온톤 컬러감, 재활용 목재

반투명 섬유 유리

전도성 잉크 페이퍼

히말라야 소금
결정체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신체에 일부 처럼
느껴지는, 친환경 물질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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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02.
± CODE
(±)제로 디자인 코드는 '인간이 진정 원하는 디자인 컨셉은 무엇일까?'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여 미래
디자인 비전을 보여준다. 미래 인간 중심의 디자인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제시하는코드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최상의 가치를 제공한다.
첫째, 편리함 보다 편안함,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라.' 는 앞선 기술로 나에게 꼭 맞는 기능, 사이즈, 분위기, 환경
을 상황에 맞게 감지하여 편안함을 제공하는 디자인 코드.
둘째, 휘게(Hygge)라이프로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라.' 는 일상생활의 디지털 환경, 긴장감, 빠른 속도에서 벗어나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자연환경, 테라피 요소(컬러, 사운드, 향, 조명, 음료 등), 여행, 슬로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자인 코드, (±)제로 디자인 코드는 다음과 같은 컨셉으로 구현된다.
최상의 스마트한 기술로 구현하되 외관은 기계적인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유기적 형태, 자연 요소, 패브릭 소재, 아로마 향, 북유럽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다. 또한,
소음 차단, 유해 환경 제거 및 최적 온·습도 유지 기능과 수면 지원으로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고, 개개인의
Pain Potint를 발견하여 맞춤 환경을 제시한다.
한편 여가 생활, 이동 생활 관련 (±)제로 디자인 코드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활용 방법에 대한 솔루션으로
휘게(Hygge)라이프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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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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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을
제공하라

DESIGN CODE
활력을 더하라
+
CODE

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실용가치를 더하라

DEMOGRAPHY

02.

TECHNOLOGY
03.

휘게(HYGGE)
라이프를 제공하라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라

ECONOMY

ECOLOGY

±
ZERO
CODE

04.

실용가치를
제공하라

CODE

편안함, 최고의 가치

휘게라이프(HYGGE)
가사노동을 줄여라
불필요한 것을 없애라
유해환경을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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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미래환경 예측 및 사용자 기반의
신상품 기획 시스템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발행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본 책의 내용은 연구진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어 있으며 활용의 책임은
이용자들에게있습니다.
본 책에 쓰인 이미지는 비영리 목적의 연구·분석 자료로 쓰였으며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은 하단에 명시된 각각의 출처에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한 '미래환경 예측 및 사용자 기반의
신상품 기획 시스템 개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저작권 관련 별도 협의가 필요하신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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