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FUTURE VISION
CODE 4.0
미래 디자인 가치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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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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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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START
1. 틀 설정하기
2. 정보원 선정하기

PART

02

트렌드 따라잡기 : FIND
1. MEGA CODE
2. HUMAN CODE
3. DESIGN CODE
4. FUTURE VISION CODE

PART

03

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하기: SUGGEST
1. (+) DESIGN CODE
2. (±) DESIGN CODE
3. (-) DESIGN CODE

2030
FUTURE VISION CODE 4.0

OVERVIEW
1-2차 년도 2030 FUTURE VISION CODE 4.0_SMART HOME은 미래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스마트한 라이프를
제공해줄 수 있는 SEEDS와 NEEDS를 포함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분석하여 기회 영역이라는 틀 안에서 성공율
이 높은 상품 기획 개발 방향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HUMAN ORIENTED PRODUCT PLANNING

DIRECTION 1

DIRECTION 2

DIRECTION 3

OPPORTUNITY

OPPORTUNITY

OPPORTUNITY

SEEDS & NEEDS

ISSUES

VALUE

Ivan Chermayeff
디자인은 인간을
직접적으로 향해 있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규명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 해결책 후보들을 평가하고,
최상의 해결책을 선택하고
실행해야 한다.

Frank Lloyd Wright
모든 디자인은 항상
보다 큰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즉, 의자를 디자인 할 때는 방을,
방은 집을, 집은 환경을, 그리고
환경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고려해야만 한다.

OVERVIEW

2030 미래 스마트홈 비전 코드는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트렌드 분석 기법인 시나리오 기법, T.A.I.D.A
기법, 환경 스캐닝 기법을 사용함. 메가 코드의 거시
환경 분석은 미래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STEEP' 의
변형 모델로 정치 환경을 제외하고, 핵심 소비자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인구 영역을 별도로 분석한
'SDTEE Model' 을 활용하여 사회(Society), 인구
(Demography),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환경(Ecology) 등의 인간을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
(Macro Environment) 을 분석함. 인간 중심에서
스마트홈과 밀접한 가정 생활, 건강 생활, 일과 여가
생활 가치를 도출하고자 자체 분석 툴인 Lx(HxD) 모
델을 활용하여 스마트홈 디자인 개발 방향에 주
요 변수로 작용하는 환경, 인간, 상품 트렌드를 분석하여
메가 코드, 휴먼 코드, 디자인 코드를 제시함.

MEGA
CODE
·SDTEE 모델
·시나리오 기법
·T.A.I.D.A 기법
·환경 스캐닝 기법
·SDTEE 모델
·시나리오 기법
·T.A.I.D.A 기법
·LX(HXD) 모델

·SDTEE 모델
·LX(HXD) 모델

HUMAN
CODE

DESIGN
CODE

정보 개발 체계도
사회

SOCIETY

MEGA
CODE

ISSUE
KEYWORD

ISSUE
KEYWORD

01/ KEY
INFLUENCE

인구

기술

DEMOGRAPHY TECHNOLOGY

ISSUE
KEYWORD

02/ KEY
INFLUENCE

일&여가생활
HUMAN
CODE

경제

ECONOMY

ISSUE
KEYWORD

ISSUE
KEYWORD

04/ KEY
INFLUENCE

03/ KEY
INFLUENCE

가정생활

환경

ECOLOGY

건강생활

ISSUE
KEYWORD
05/ KEY
INFLUENCE

인간생활

생활 속 가치 코드 발견
FILTERING

GROUPING

HUMAN CODE

DESIGN
CODE

DESIGN CODE

Best Case + Design Module

DESIGN CODE

Best Case + Design Module

DESIGN CODE

Best Case + Design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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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FUTURE VISION CODE 4.0

OVERVIEW
1-2차 년도 2030 FUTURE VISION CODE 4.0_SMART HOME 콘텐츠는 크게 MEGA CODE, HUMAN CODE,
DESIGN CODE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각 카테고리의 정보들은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음. 첫 번째 단계는 사회,
인간, 기술, 경제, 환경의 거시 환경 이슈들을 살펴보고, 스마트홈 디자인을 기준으로 1단계 필터링 단계를 거침.
둘째, 인간생활을 중심으로 그들의 관심, 활동, 가치들을 중심으로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디자인 사례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휴먼 코드'를 도출하고, 세 번째는 두 가지 코드를 필터링, 그룹핑하여 미래 스마트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디자인 사례들을 리서치하고, 전 단계 정보들과 연관성 작업을 하여 디자인 코드를 매칭하여 제안함.
MEGA CODE
SOCIETY

디지털 사회, 도시화, 개인화, 밀레니얼 세대와 여성 소비자, 공감과 통합

DEMOGRAPHY

고령화, 1인 가구

TECHNOLOGY

사물인터넷, 로봇, 무인 자동차, 인공 지능, 나노·바이오 기술
디스플레이, 3D 프린팅, 빅데이터, 에너지, 최첨단 신소재 기술

ECONOMY

자본주의 4.0, 소득 불균형, 신흥국 증산층 확대, 공유 경제, 온디멘드 경제

ECOLOGY

기후 변화, 자원 고갈
HUMAN CODE

01
활력을
제공하라

02
휘게(HYGGE)분위기를
제공하라

03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라

04
실용 가치를
제공하라

DESIGN CODE
CODE

활력을 더하라
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실용 가치를 더하라

CODE

편안함, 최고의 가치
휘게라이프(HYGGE)

CODE

가사 노동을 줄여라
유해 환경을 줄여라
불필요한 것을 없애라

OVERVIEW

3차년도 "2030 FUTURE VISION CODE 4.0_미래 디자인 가치 읽기" 신흥국 중산층 확대는 디자인 컨셉 방향
에 영향을 주는 동인을 발견하고, 메가 코드, 휴먼 코드, 디자인 코드 이슈 분석 방법까지 제공함. 특히 디자인 코드
는 1~3차 년도에 걸쳐 중요 이슈에 해당하는 사례들의 진입·성장·소멸 과정을 파악하고 기회 영역을 도출하여 컨
셉 방향에 기여함.

2030 FUTURE VISION CODE 4.0_미래 디자인 가치 읽기

50 %

콘텐츠
구성 비중

기회 영역
도출 방법

50 %
디자인
코드

시작하기
틀 설정하기

상품 기획 영역과 분석 기준 정하기

정보원 선정하기

연구 영역 리소스 제시하기
트렌드 따라잡기

MEGA CODE

거시 환경과 산업 분석 방법

HUMAN CODE

소비자 트렌드와 사용자 가치 도출 방법

DESIGN CODE

디자인 컨셉 방향 도출 방법

FUTURE VISION CODE

기회 영역 도출 방법
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하기

DESIGN CODE

디자인 컨셉 방향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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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FUTURE VISION CODE 4.0

OVERVIEW
3차 년도 "2030 FUTURE VISION CODE 4.0" 콘텐츠는 1~2차 년도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있음.

사업기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2016.01 - 2016.10 완료

2016.12 - 2017.10

완료

2017.12 - 2018.10

완료

사업내용
예측시기

연구 프로세스

공통점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2025

2030

2030

스마트홈 관련 거시 환경, 인간 가치를 분석하고 디자인 개발
동인을 발견하고 추출하여 스마트홈 디자인 코드를 도출함.

·거시 환경 이슈를 도출하여 디자인 개발의 동인 발견과 추출
·인간 생활 속에서 동인 발견과 추출
·미래 스마트홈 디자인 비전 코드 제시로 마켓 성공율을 높일
수 있는 상품 기획의 방향성과 컨셉 발굴

연구
내용

차이점

·스마트홈 정의와 마켓을
분석함.
·스마트홈 분석 방법을 내
비게이션을 통해 제시함.
·스마트홈의 내부 공간까지
연구 범위로 선정함.

· 거시 환경의 현재 이슈 뿐
아니라 과거 변화 추이, 미래
예측까지 제시함.
· 인간 생활별로 동인 발견과
이슈 분석으로 인간 중심
디자인 기회 영역 강화함.
· 스마트홈의 내·외부 공간
까지 연구 대상으로 확대함.
· 디자인 시드 제시로 세부
적인 개발 방향 강화함.

스마트 디자인 관련 동인
발견과 이슈 분석, 상품 기
획 기회 영역 발견 방법과
디자인 코드 진화 내용을
제시함.
·인간 생활 속에서 디자인
코드 제시
·미래 스마트 디자인 비전
코드 제시로 마켓 성공율
을 높일 수 있는 상품 기획
의 방향성과 컨셉 발굴

·메가 코드, 휴먼코드, 디자인
코드 통합적 분석 방법을
제시함.
·상품 기획 기회 도출 과정
을 제시함.
·디자인 코드 변화 포인트
발견과 진화 이슈를 분석
함.

OVERVIEW

"2030 FUTURE VISION CODE 4.0" 는 상품기획 프로세스에 있어 기회도출 활동 중 산업 분석, 트렌드 분석,
사용자 분석, 기회영역정의와 디자인 방향에 기여함. 특히 메가코드는 산업분석 일부, 메가 트렌드 분석,
기술 트렌드와, 휴먼 코드는 사용자 분석, 디자인 코드는 디자인 방향 관련 활동과 긴밀히 관련됨.
본 연구는 상품 기획 기본형 프로세스에 근거하여 도출하는 디자인 컨셉 방향에 기여함.
미래환경 예측 및 사용자 기반의 신상품 기획 시스템 개발 사업을 통해 도출된 상품 기획 프로세스는 4단계,
8개 활동 모듈, 11개 방법 모듈, 23개 방법론 모듈로 구성되어있으며, 기업의 목적에 맞게 기본형 프로세스, 함축형
프로세스, 오너 통찰형 프로세스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2030 FUTURE VISION CODE 4.0"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상품 기획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중소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더 쉽고 간결하게 구성 되어야 함
·중소기업이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만 압축해서 전달해야 함
·컨셉 검증 시 관련 기술과 특허, 디자인 등 사전 검증단계가 포함되어야 함
·시장 반응을 보고 빨리 수정 및 변환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반영되어야 함
·프로세스는 빨리 실행하고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함

상품 기획 기본형 프로세스
프로
세스

기회 도출

주요
산업
활동 경쟁 분석

트렌드
분석

아이디에이션&컨셉 빌딩
사용자
분석

기회영역
정의

사업목표
컨셉 작성
아이디어 아이디어
및
및
발상
그룹핑
방향 설정
선정

적용
방법

목표산업
및
경쟁 분석

메가
트렌드
분석

제품
트렌드
분석

고객
리서치

방법론

시장
성장성
분석

STEEP
분석

경쟁사
제품
분석

관찰
기법

3C
분석
VOC
분석

디자인동향 심층
분석
인터뷰
기술동향
분석

사업
목표서

아이디어
개발

브레인
스토밍

컨셉화

아이디어
스크리닝

퍼소나

아이디어
캔버스

시나리오

시각화

사업화

디자인

사업성
검토

디자인
전략

컨셉
시각화

검증 및
상품화

디자인
방향

3D
렌더링

시장성
검토

GUI

기술
검토

디자인
모형

재무
분석

디자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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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FUTURE VISION CODE 4.0

OVERVIEW
"2030 FUTURE VISION CODE 4.0" 는 상품 기획의 변수인 ①ENVIRONMENT ②PEOPLE ③PRODUCT를 고
려하고 반영한 MEGA CODE, HUMAN CODE, DESIGN CODE와 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FUTURE VISION
CODE를 통해 미래 디자인의 기회 영역 가치를 제시함. 그 분석 방법을 WHAT, HOW, WHERE로 구성하고
미래 예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 하는지?를
설명해줌으로써 디자인 관련 실무자들이 스스로 상품 기획에 필요한 예측 자료를 분석하도록 지원해줌.

상품기획 프로세스

변수

구성

MEGA CODE
산업경쟁 분석
기
회
도
출

거시 환경의 동인 분석
ENVIRONMENT

트렌드 분석

사용자 분석

기회영역 정의

S

사회

D

인구

T

기술

E

경제

E

환경

컨
셉
빌
딩

·TASK
미래 비전 코드
분석을 위한
활동 내용 설정

HOW
HUMAN CODE

아이디어 개발

WHAT

인간생활 동인 분석
PEOPLE

·METHOD
동인 발견과
이슈 분석
방법 제시

컨셉화
DESIGN CODE

시
각
화

사
업
화

디자인

연관 디자인 동인 분석
PRODUCT

WHERE

DESIGN SIGNAL

·SOURCE
정보 수집을
위한 영역

DESIGN MODULE
사업성 검토

DESIGN SEED

OVERVIEW

3차년도“2030 FUTURE VISION CODE 4.0”는‘시작하기, 트렌드 따라잡기, 제시하기’구성을 통해 상품
기획의 기회 영역 도출 방법과 그 내용을 제시함.‘시작하기’는 연구 영역과 리소스,‘트렌드 따라잡기’는
코드 별 동인 발견 및 이슈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시작하기

트렌드 따라잡기

OVERVIEW

MEGA CODE

HUMAN CODE

연구 개요, 구성, 방법

거시환경기반 가치 발견 방법

인간생활기반 가치 도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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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거시 환경과 사용자 관점에서 발견된 동인을 기반으로 도출된 디자인 코드 분석 방법을 통해 기회 영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함.‘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하기’
는 디자인 베스트 사례를 중심으로
‘진입・성장・
소멸’의 관점에서 미래 발생 가능성을 재점검하여 디자인 컨셉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공함.

트렌드 따라잡기

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하기

DESIGN CODE

FUTURE VISION CODE

FUTURE VISION CODE

미래 디자인 코드 도출 방법

미래 디자인 비전 코드 제시 방법

미래 디자인 기회 영역 제시

OVERVIEW

본 페이지는 1~3차 년도에서 제공한 FUTURE VISION CODE의 맞춤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
을 주고자 정리함. 단순히 트렌드 정보를 얻거나 상품 기획 시 필요한 콘텐츠를 반영하려고 할 때 기재된 책자
페이지를 찾아 목적에 맞는 정보를 획득하도록 함. 특히, 디자인 컨셉 타당성 자료와 컨셉 빌딩에 필요한 관련
산업 및 트렌드 분석, 다양한 시각화 자료와 아이디어 개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줌.

FUTURE VISION CODE를
상품 기획에 활용한다.

NO

단순히
트렌드 정보를
얻고 싶다.

YES

디자인 컨셉
빌딩에 활용한다.

NO

메가
트렌드

디자인 컨셉 타당성
자료로 참조한다

1차년도/ 44~54
2차년도/ 40~65

컨셉 작성시
시각화 자료에
활용한다.

아이디어 개발에
활용한다.

산업 분석에
활용한다.

디자인 코드

디자인 코드

시장 규모

소비자 트렌드

디자인 시드

디자인 모듈

경쟁사

소비자 가치 도출

사용자 분석에
활용한다.

트렌드 분석에
활용한다.

소비자
트렌드

2차년도/ 96~121,128~207
3차년도/ 115~124, 199~204,
256~259

제품 수명 주기

1차년도/

1차년도/

1차년도/

57, 62, 67, 71, 76. 79,

93~94, 115~116.

12, 21, 23~28

80, 83~92,97~114,

139~140,192~194

38~39

119~138,146~160,

2차년도/ 350~356

162~176,178~191

3차년도/ 109~314

2차년도/
97~98,118 ,213~354
3차년도/ 109~314

2차년도/ 123~207

디자인
트렌드

1차년도/ 56~191
2차년도/ 213~350
3차년도/ 109~314

http://process.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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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VISION
CODE 4.0
미래 디자인 가치 읽기

OVERVIEW

PART

01

시작하기: START
1. 틀 설정하기
2. 정보원 선정하기

PART

02

트렌드 따라잡기: FIND
1. MEGA CODE
2. HUMAN CODE
3. DESIGN CODE
4. FUTURE VISION CODE

PART

03

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하기: SUGGEST
1. (+) DESIGN CODE
2. (±) DESIGN CODE
3. (-) DESIGN CODE

2030
FUTURE VISION CODE 4.0

PART 01.
시작하기_구성 방법
PART 02 트렌드 따라잡기_FIND는 상품 기획이나 관심 디자인 대상의 미래 예측 방법을 제시하는 장으로
'WHAT, HOW, WHERE' 을 기본 구성으로 TASK, METHOD, SOURCE를 제공함.
'WHAT'은 미래 예측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 업무 설정 영역임. 연구의 목적과 주제에 따라
서 인간 생활을 구성하는 요소 중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를 탐색하고 동인 발견과 이슈 추출 및 분석을 위한
영역을 설정해야 함.
'HOW'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미래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동인을 수집 발굴
하는 영역, 동인 발견과 이슈 분석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WHERE'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활용할지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WHAT

TASK

미래 비전 코드 분석을 위한 활동 내용 설정.
목표 분야 > 연관 분야 > 사회 전반 분야에 대한 거시 환경 분석.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시점 설정.
단기 예측 > 중·장기 예측.

HOW

METHOD

정보 분석 방법론 제시 영역. 방법론 선택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선택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목적과 적합한 방법론을 선택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의 입수가 용이한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 일반적으로 3-5개 방법론이 적용됨.

PROCESS

미래 예측 분석 과정을 제시하여 비전문가도 트렌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함.

FINDING
동인 포착과
이슈 분석

다양한 정보를 통해 동인들을 발견하고 이슈를 분석하여 디자인 개발 방향을 발견함.

WHERE
SOURCE

정보 수집을 위한 영역.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에서부터 문헌, 영화, 신문, 광고 등과 같은
미디어, 포럼, 세미나, 인터뷰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취합할 수 있음.

PART01. 시작하기_결정 요인

용어 개념
동인 (Driving Factor) 발견을 시작으로 미래 디자인 가치를 제공하게 되는데 과거에서 현재까지 환경, 인간가치,
디자인 연관 상품들 중 핵심 결정요인을 기준으로 동인을 추출하여 이슈를 분석함. 디자인 시드를 발견하고,
유사한 시드들을 그룹핑하여 디자인 모듈과 시그널을 도출하고 디자인 코드를 구성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들의 개념을 확인하고 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DRIVING FACTOR STRUCTURE

동인 (Driving Factors)

Trend Intensity

식
라이프
스타일

Direction

의
FASHION

주
INTERIOR
공간과의 조화

AUTO
형태

Driving
Factor

전자

가사 노동
절감 기기

SOCIETY
DEMOGRAPHY
1인 가구 증가

과거 성공
상품
과거 실패
상품

ECOLOGY

TECHNOLOGY 라이프
스타일

Time

용어

정의

예시
활력을 제공하라

디자인 코드

디자인이 제공하는 가치

무형
가치

신체 보조로 활력 제공
디자인 시그널

디자인이 제공하는 세부 가치

탈부착이 가능한 의료기기

유형
가치

디자인 모듈

디자인 컨셉 개발 방향

디자인 시드

디자인 컨셉 세부 개발 방향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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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시작하기__핵심결정요인*
포착한 동인들을 필터링할 때, 핵심결정 요인들 간의 영향도, 의존도, 관계를 기준으로 필터링하고, 요인의
영향력을 매칭하면서 필터링하고, 유사한 동인들을 그룹핑하여 디자인 시그널을 도출함. 디자인 모듈을 포함한
핵심 이슈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디자인 코드를 완성함.

동인 발견

시그널 도출
SIGNAL 1

SIGNAL 2

SIGNAL 3

DESIGN MODULE

DESIGN
CODE

DESIGN SEED

디자인
코드 생성

PEOPLE
핵심
결정요인
PRODUCT

PLACE

·핵심 결정요인은 발견된 동인들 중에서 디자인 컨셉 방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을 결정할 때(필터링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요인을 의미함

PART01. 시작하기_결정 요인

상품 기획 시, 디자인 컨셉 개발에 영향을 주는 핵심 결정 요인들을 살펴보면 3P: PEOPLE, PRODUCT, PLACE
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아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해당되지 않거나 중요도, 시급성, 또는 연관성이 낮으면
필터링하여 추출함.

핵심 결정 요인

정의
PEOPLE

타겟 고객과
사용자

PLACE

사용 공간
판매 공간

PEOPLE

PRODUCT

PLACE

PRODUCT

상품 기획 대상

구분
① 상품 기획 타겟 고객
② 사용자
① 마켓_시장 규모 및 성장성
② 사회_수용성 변화
③ 회사_국내외 경쟁사
④ 국가_국내 외 관련 규제 및 정책
① 유사 상품
② 경쟁 상품
③ 대체 상품
④ 공백 상품
⑤ 특허 상품

·타겟 고객에 해당하는 그룹 특성에 해당하는가?
·사용자들이 진정 원하는 우선 순위 가치는 무엇인가?
·어느 공간에서 사용할 상품인가? 그 공간과 연관성이 높은가?
·판매 시장에서 성공율이 높은가?
·국내외 규제 및 정책에 부합하는 컨셉에 활용할 수 있는가?
·유사 상품과의 차별성을 도출할 수 있는가?
·경쟁 제품과 경쟁 우위의 상품 개발에 도모할 수 있는가?
·기존 상품에 필요한 요소인가? 불필요한 요소인가?
·소비자들이 원하지만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 개발에 필요한 동인과 이슈인가?
·유사 특허, 공백 특허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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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시작하기_틀 설정
틀 설정하기

WHAT

'틀 설정' 은 기획하려고 하는 상품의 포지션과 리스크 포인트를 파악하여 컨셉 개발 방향 영역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계임.
상품 기획 프로세스 초기 단계에서 그 산업에 대한 정의 및 구조 분석, 경쟁 및 성공 요인 분석을 파악하는 산업
분석을 통해 기회 영역의 대상 및 범위 등 컨셉 방향을 결정함.

HOW
미래 디자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위한 시작 단계는 기본 틀 설정으로 대상과 그 예측 시기를 선정함. 대상을
정의하면서 컨셉 방향을 추출하고 과거 시기별 진화 내용을 분석하여 핵심 가치의 키워드를 도출함.
마켓에서 상품과 서비스 영역 분류를 살펴보고, 제품 수명시기를 파악하며 핵심 소비자, 경쟁자, 자사 분석에
따라 개발 대상을 구체화함.

1

2

3

대상 상품
정하기

1

상품 정의
내리기

시기
정하기

4

5

산업
분석하기
상품 진화
분석하기

마켓 상품과 서비스 영역
3C 분석하기
제품 수명 시기 분석하기

PART01. 시작하기_틀 설정

상품 정의 내리기

WHAT

신규 진입 혹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품에 해당되는 산업을 정의하여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의 중요도를
선별하고 기회 영역 요소를 추출함.

HOW
상품 기획 프로세스의 첫 단계인 기회 영역 도출을 위해 대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사업 목표 방향, 기회
영역 설정, 컨셉 방향 제시에 활용함.

1

2

3

4

정의 찾기

공통 키워드
추출과 분석

상품 기획
대상의 가치

분석 대상의 범위와
이슈 순위를 정함

정의 1
정의 2
정의
내리기

정의 3

공통
키워드
추출

기회 영역 설정
컨셉 방향 설정

정의 4
정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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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시작하기_틀 설정
WHAT

상품 정의 내리기

CASE
상품 정의 내리기

공통 키워드 추출

기회 영역과 컨셉 방향

정의 1.
스마트홈 서비스 마켓
주요 수입 창출원

광의의 주거 자동화 시스템으로 홈
오토메이션과 달리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해 거주자로 하여금
네트워크 장치를 기반으로 가정 내
가전기기의 제어 및 컨트롤할 수 있는
지능형 주택 환경

"INTERACTIVE SECURITY""
"INTEGRATED ENTERTAINMENT"
"HOME CONTROLS"

SOURCE｜ IOT로 주목받는 스마트홈 시장 동향
및 업체별 사업 전략

스마트홈 마켓 주요 동인
소비자들의 편리함에 대한 선호,
에너지 효율 솔루션을 위한 요구,
강화된 보안, 무선통신기술 혁신

정의 2.
가전제품(TV, 에어컨, 냉장고 등)을 비
롯해 에너지 소비장치 (수도, 전기, 냉난방
등), 보안기기(도어록, 감시 카메라등)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것을 통신망
으로 연결해서 모니터링, 제어할 수 있는
SOURCE｜네이버 지식백과
기술
정의 3.
주거 환경에 IT를 융합하여 국민의 편익
및 스마트 하고 즐거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SOURCE｜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정의 4.
집 안에 존재하는 개별 시스템들을
네트워크로 연동하고 통합해 제어하는 것
SOURCE｜BSRIA(Building Services Research
and Information Association)

자동 제어
컨트롤

기회 영역
· 스마트 융합 가전과 엔터테인먼트
에 비중
· 소비자 맞춤형 집과 최적의 서비스
· 공간을 초월한 조작 편의성
· 사물간의 초연결성
컨셉 방향
· MORE THAN CONNECTION
연결 그 이상의 가치
· MORE THAN COMFORT
편안함 그 이상의 가치
· MORE THAN MINIMAL
단순함 그 이상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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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정하기

WHAT

1. 전략 상품 출시 시기 정하기
2. 트렌드 예측 시기 정하기

HOW
1. 메가 코드를 통해 미래 변화 추이와 발생 가능성을 복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시기를 정하고 검증함.
2. 예측하려고 하는 제품의 수명 주기를 파악하고 시기를 정함.

트렌드 분류
분류

MICRO TREND

SEASONAL TREND

MEDIUM TREND

MEGA TREND

지속 기간

-

6 months

1-2 years

Over 3 years

적용 예

-

FASHION

ARCHITECTURE

STRATEGY

TREND
INTENSITY

힐링

휘게

Well-being▶Health
Convenience▶Comfort
미니멀+실용주의
임바디드 인터렉션
행위/에너지 최소화
SHY TECH Minimal
HYGGE

HEALING

환경위기의식
ECO-MANIAC

에코 사회적웰빙
LOHAS
ECO
공유
대중화, 다양화
SHARING
감성

사람과 사물,
환경과의 연결
컨버전스 2.0 CONNECTION
CONVERGENCE

TRIVERGENCE
HW+SW+NW 웨어러블
WEARABLE

WELL-LOOKING

미니멀+감성주의 WEB 3.0
미니멀+
육체적+정신적 건강 미니멀리즘
MINIMALISM
초현실주의
WELLNESS
모던스타일
식(食), 고급문화
EMOTION

LUXURY WELLBEING

2000

컨버전스 1.0
CONVERGENCE

미니멀+젠스타일
MINIMAL+ZEN

미니멀+기능주의

20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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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예측 시기는 상품 개발 구체화 시점을 고려하여 결정됨.
본 연구는 4차 산업 혁명 기술로 구현되는 스마트 홈의 변화와 진화 모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어 시장을
기반으로 요구되는 기술의 미래상이 예측 시기를 구분함.

CASE
"2030 FUTURE VISION CODE 4.0_미래 디자인 가치 읽기" 는 내용 범위면에서 1차년도 사업과 다음과 같은
2차년도 차별성이 있다.

DESIGN 1.0
대량생산 시대
물건의 시대
쓰임새의 시대
공급자 위주로
소비자에게 '쓰임새'
가치를 전달해주던 시기

DESIGN 2.0
디자인 감성 시대

1차 년도

2차 년도~

2025

2030

스마트홈
성장기

스마트홈
성숙기

DESIGN 3.0

인간중심
디자인 기술
융합 시대

디자인의 비주얼적인
요소를 통해
인간 감성 가치를
제공해주던 시기

기술이 주도하여
디자인의 편리한
가치를 극대화한 시기

디자인 시대
기술은 숨은 조력자로써
디자인의 편안한
사용성 가치를 제공

-2030
20051990-

1970-

DESIGN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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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상품 진화 분석하기

HOW
개발 대상 산업이나 상품의 개발 방향이 인간 중심으로 10년 전후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미래 디자인
을 구현 가능하게 하는 수단, 요구되는 가치는 어떠한 변화를 보일 것인지 분석함.

CASE

DEVELOPING OF "SMART HOME" CONCEPT

2010

2017

2025

2040+

"HOME AUTOMATION"

"CONNECTED HOME"

"ADAPTIVE HOME"

"INTELLECTUAL HOME"

Lighting, Climate &
Music in the some net

Cloud technologies
& Additional Internet
Capabilities

Data Analysis, Prediction
of Events, Adequate
Reactions

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Reality
Digital Conscience

SOURCE｜ http://www. slideshare.net/iRidiumMobile365/smart-home-and-internet-of-thingstransformation-of-the-existing-concept-of-automation-46353153F

· 스마트홈은 개인 맞춤과 상황 인지형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 4차 산업 혁명 주요 기술과 밀접함. 특히 연결성을 구현하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핵심
이며 기본이 될 것임.
· 스마트홈이 성공적으로 마켓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연결성의 극대화를 위한 데이터 감지, 통제, 관리,
공유, 분석하는 기능의 플랫폼과 그 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제안이 관건으로 통합 능력과 커스터
마이징이 요구됨.
· 스마트홈은 결국 개개인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발전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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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산업 분석으로 기획 영역 도출하기

마켓 분석

시장 성장성

3C 분석

3C 분석 중 자사를 제외하고 고객, 경쟁사를 분석하여 틀 설정에서는 소비자의 핵심 가치,
경쟁사의 주력 상품, 개발 전략을 살펴보고 기회 영역 도출

마켓 상품과 서비스 영역

HOW
일반적으로 산업 분석은 시장 성장성, 3C 분석, VOC 분석 세 개의 모듈로 구성되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산업의
규모 및 성장률 뿐만 아니라 시장 성장과 관련 있는 환경 변화와 제품 수명 주기를 파악하여 상품 기획의 성공
가능성과 전략 방향 점검을 제안함.

CASE
스마트홈 국내 연도별 시장규모는 2018년 18조 9,000억원, 2019년에는 23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
세계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190억 유로에 이를 것임. 국내외 연평균 22.3%, 19.8% 성장을 예측할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있어 기대되는 산업으로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와 흡사함.
·스마트홈 관련 신상품 기획 장기 전략 타당성 확보
·스마트폰 시장을 벤치마킹할 필요성

<국내 스마트홈 분야별 비중 전망>
스마트TV & 홈엔터테인먼트

38.7%
스마트홈 융합가전

36.5%

기타

17.1%

7.7%

스마트홈 시큐리티

·주: 2019년 시장전망을 기준으로 작성 / SOURCE｜ 한국 스마트홈 산업협회,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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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제품 수명 주기 파악하기

HOW
시장진입 후 제품의 4단계 수명주기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를 파악하고 그 단계에 맞는 특징 및 추진 전략을 점검함.
CASE
전세계 스마트홈 시장은 성장기에 있으며 2020년까지 성숙기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 HVAC 컨트롤, 보안과 접근 컨트롤 마켓 성장에 주목하며 차별적인 디자인 개발 전략이 필요함.
·성숙기에 위치한 상품군은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하여 단기적으로는 스타일과 서비스, 장기적으로는
기능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새롭거나 강력한 가치를 제공하여 쇠퇴기에 대비해야 함.
·성장기에 있는 상품군은 새로운 제품 특성, 용도, 사용자 등을 지속적으로 발견하여 수명이 연속적으로 지속되도록 함.

<스마트홈 마켓: 산업 라이프 사이클>
SMART HOMES MARKET: INDUSTRY LIFE CYCLE

SALES
(판매 수익) REVENUE

보안과 접근 컨트롤
SECURITY & ACCESS CONTROL

HVAC 컨트롤
HVAC CONTROL

에너지 관리 시스템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기
INTRODUCTION

성장기
GROWTH

성숙기
MATURITY

쇠퇴기
DECLINE

SOURCE｜ INVESTOR PRESENTATIONS, EXPERT'S INTERVIEWS, AND MARKETSANDMARKE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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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상품 기획 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카테고리 정하기

상품 기획 시 인간을 둘러싼 부정적·긍정적 환경, 인간이 사용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에 문제 있는 상품
들을 살펴보고 기회 영역을 도출함. 연관성이 높은 변수를 깊이 살펴보는 경향이 있음.
미래 비전 코드 변수는 기본적으로 ①ENVIRONMENT ②PEOPLE ③PRODUCT로 각각 MEGA CODE,
HUMAN CODE, DESIGN CODE 그리고 FUTURE VISION CODE 에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분석됨.
HOW
1. 메가 코드 변수 정하기
2. 휴먼 코드 변수 정하기
3. 디자인 코드 변수 정하기

핵심 변수

① ENVIRONMENT
거시환경의 동인 분석

하위 변수
사회

기술

환경

SOCIETY

TECHNOLOGY

ECOLOGY

인구

경제

DEMOGRAPHY

ECONOMY

관심

활동

② PEOPLE
인간생활 동인 분석

③ PRODUCT
연관 디자인 동인 분석

과거~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상품
현재 사용하는 상품의 불편, 개선점(Pain Point)
미래 사용을 원하는, 개발 가능한 상품

PART01. 시작하기_틀 설정

WHAT

메가 코드 변수와 연구 대상 선정하기

HOW
메가 코드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사회를 움직이는 큰 변화의 흐름을 짚어내는 것으로, 과거와 연계선상에서
변화를 포착하여 패턴을 그려내는 과정은 상품 기획의 성공률을 높임. 'Historical Checking' 단계를 통해 과거에서
현재까지 핵심 이슈들의 키워드 별 사례들을 살펴보고, 소비자 가치 측면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변화 포인트를 선별함.
핵심 변수 중 ENVIRONMENT의 사회, 인구, 기술, 경제, 환경의 분석 대상을 리서치하여 상품 기획 프로세스에
있어 산업 분석, 트렌드 분석 등 디자인 개발 방향과의 접점에서 기회 영역을 도출함.

·사회 핵심 가치
·차세대 핵심 기술

·사회 네트워크

·기술 구현 가능성과 경제성

·핵심 소비자

·기술의 문제점
TECH
NO
L

Y
IET
OC

S

T

Y
OG

S

·소비자 관심과 활동

·가족 구성 형태와 요인
·도시 집중
·교육 수준

D

SDTEE
E
E

ECONO
MY

·연령대별 구성 비율

GRAPHY
MO
DE

·세계 경제 이슈
·경기 추세
·소득 수준
·소비 관련 지수
·소득 분배 관련 지수
·경제 주도층
·뉴 비즈니스 모델
·자원 고갈
·기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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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코드 및 디자인 코드 변수와 연구 대상 선정하기

WHAT

HOW
핵심 변수 중 가정 생활, 건강 생활, 일과 여가 생활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활동, 관심, 의견 등과 디자인 개발
접점에서 기회 영역을 도출함. 의, 식, 주, 전자, 운송 산업의 베스트 상품 사례들을 리서치하여 유사 상품, 경쟁
제품, 대체 제품, 공백 제품, 특허 제품 등을 구분하여 디자인 개발 키워드를 선별함. 이동생활을 별도로 분석하
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산업 중 '운송' 파트에서 그 내용을 연구하는 것으로 대체함.
미래 개발 가능한,
사용을 원하는 상품

A

I

가정
생활

활동
ACTIVITY

일 생활

O

인간

관심

의

INTEREST

여가
생활

현재 사용하는
상품 불편, 개선점

식

전자

건강
생활

과거~현재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상품

상품
운송

주

의견
OPINION

HUMAN

대분류
중분류

일&교육

이동

여가

건강

가정생활

개념정의
세부분류
대분류

중분류

개념정의

(대표적으로 포
함되는 디테일한
활동,산업명)

의
식

DESIGN

주
전자
운송

* 위 표는 일반적인 휴먼 코드와 디자인 코드의 세부 연구 영역을 정리한 내용으로 이동생활을 별도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서
는 디자인 산업 중 '운송' 파트에서 그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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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경쟁자 분석하여 기회 영역 도출하기

HOW
경쟁자 분석은 경쟁사 파악 및 분류, 장단점 분석, 시장 점유율, 경쟁 제품, 마켓 포지션, 경쟁자 비용 및 전략
분석까지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나. 미래 예측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경쟁 제품분석, 경쟁사의 라인업 및 모델,
디자인 형태, CMF, 기능, 서비스, 구현 기술 등을 분석하여 기회 영역을 파악함
1. 경쟁자 파악 및 분류
2. 경쟁 제품 분석
3. 마켓 포지션 분석
4, 경쟁사 장단점 분석
5. 경쟁 포지션 분석(가격, 디자인, 브랜드, 유통, 서비스 등)
·국내외 경쟁사를 아이템별, 기술별로 분류하여 개발 동향을 분석
·경쟁 제품 분석_디자인 형태, CMF, 기능, 서비스, 구현 기술 등 분석

SMART HOME MARKET MAP: 60 COMPANIES
MAKING THE HOME MORE INTELLIGENT

SOURCE｜https://www.nanalyze.com/2017/10/9-smart-home-startups-reducing-utility-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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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정보원 선정하기

HOW
미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동인 발견을 위해 정보원을 선정함.
정보원을 통해 발견된 동인들의 빈도수, 변화 포인트, 타임 라인 별 패턴, 상품 기획 근거 자료를 분석함.
1. 정보 분류 매트릭스 작성
2. 핵심 정보원 리스트 작성
3. 마이크로에서 메가 트렌드 레벨에 따른 정보원 선정
미래 예측에 좋은 정보원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미래 이슈 관련 영향력 있는 기관, 학교, 회사, 인물이 제시하는 정보
·미래 이슈 빈도수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정보

정보 매트릭스
내비게이션 1

내비게이션 2

인플루언스

MEGA CODE
환경

HUMAN CODE
인간

DESIGN CODE
디자인

사회

가정 생활

의

핵심 플레이어,
관련 전시회,
어워드, 전문가

내비게이션 3

인구
기술

식
건강 생활

경제
환경

주
전자

일과 여가 생활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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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메가 코드 정보원 선정하기

HOW
미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동인 발견을 위해 정보원을 선정함.
메가 코드는 미래 예측 시나리오 분석 방법 중 STEEP 방법을 활용한 SDTEE모델을 통해 분석 내용을 제시함.
보통 사회 영역에서 인구 환경을 함께 분석하나 수요 기반의 상품 기획에 활용되는 메가 코드의 특성상 핵심
소비자, 그들의 분포 지역 등의 파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으로 분석함.
특히 '지속·진화·변화' 양상들이 디자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관점에서 정보원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메가 코드 정보 매트릭스

기술

·연령대별 구성 비율
·가족 구성 형태와 요인
·인구 집중 지역(도시화)
·교육 수준

·세계 경제 이슈
·경기 추세
·소비 관련 지수
·경제 주도층
·고용률
·소득 분배 관련 지수

·차세대 핵심 기술
·기술의 부정적 요인

인구

사회
메가 코드 정보
매트릭스

경제

환경

·사회 핵심 가치
·소비자 관심과 활동
·사회 네트워크
·핵심 소비자
·여가 시간

·자원 고갈
·기후 변화
·공기 오염도 (Air Pollution)
·지하 수면 레벨 (Water tabl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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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휴먼 코드 정보원 선정하기

HOW
미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동인 발견을 위해 정보원을 선정함.
인간 생활 분류 중 디자인과 연관성이 높은 생활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주체들의 관심, 활동, 가치
등의 변화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원을 재점검함.

휴먼 코드 정보 매트릭스

건강 생활

일과
여가 생활

·건강 핵심 주체와
관심사

·일과 교육 핵심
주체와 관심사

·건강 가치관의 변화

·일과 교육 생활 가치
제공 방법

가정 생활

·가정 핵심 주체와
관심사
·집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 변화

·질병의 치료, 예방,
관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활동들

·정신적 육체적 충전
목적 활동들

이동 생활

·여가 생활 핵심
주체와 관심사

·일과 교육 생활 관련
장소와 활동들
·일 생활 관련 생산성
향상 지원 방법

·여가 생활 가치 제공
방법
·여가 생활 관련
활동들

분석 대상

인물
(PEOPLE)

공간
(SPACE)

시간
(TIME)

콘텐츠
(CONTENTS)

수단
(TOOL)

* 본 연구에서는 휴먼 코드에서 이동 생활을 다루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정보 매트릭스의 이해를 돕고자 추가함.

사건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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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디자인 코드 정보원 선정하기

HOW
미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동인 발견을 위해 정보원을 선정함.
정보원을 통해 발견된 동인들의 빈도수, 변화 포인트, 타임 라인별 패턴, 상품 기획 근거 자료를 분석함.

디자인 코드 정보 매트릭스
분류

분석 내용

아이템

패션 아이템과 함께 부착·착용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포함한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

패션, 액세사리, 코스메틱 및 부착·착용 가능한
전자기기

식음료 및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

식품, 식기, 조리기구, 포장 및 서비스 관련 상품
판매장소

주

공간을 형성하는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와
연관된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관련 디자인 용품 및 주거 시스템과
스마트홈 관련 기기

전자

가전, 로봇, 모바일, 등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

가전, 모바일, 로봇 및 IT기기 등 개인의 일상 생활과
공공 생활을 지원해주는 전자 제품. 특히, 신기술로
구현되어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

비행기, 선박, 자동차, 자전거, 1인 운송 수단
및 약자를 위한 보조 이동기 등 이동 수단과
관련된 디자인 및 서비스 디자인

자동차, 자전거, 1인 운송수단, 대중교통, 노인 및
장애인 보조이동기, 카트 등

의

식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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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핵심 플레이어 동향 파악하기

HOW
1. 경쟁자 파악 및 분류: 기업 내부자료, 데스크리서치, 보도자료, 인터뷰, 조사업체용역 등을 통하여 경쟁자
선정과 현황 파악
2. 경쟁사 시장점유율과 그 추이와 원인 분석
3. 경쟁 제품 분석: 경쟁사의 라인업 및 경쟁 모델, 주요 기술 및 디자인 시드(SEEDS) 분석을 통하여 기회 요인 파악
4. 마켓 포지션닝과 경쟁사의 지각도 작성(Perceptual Map)분석을 통하여 경쟁 전략 수립 시 포지셔닝 단계에서 활용
5. 경쟁사 장단점 분석: 성공 원인과 함께 경쟁자의 약점을 분석하여 기회 요소 파악

CASE
핵심 플레이어 분석 종합
스마트홈

구분
주요내용

주요
제품/기술

해외 기업

스마트홈 네트워크

지능형 정보가전기기

홈/빌딩 지능형 공간 서비스

비디오폰, 홈오토메이션 장비
관리·제어기술, 집안 네트
워크 망과 외부 인터넷 액세
스 망을 연결하는 통로 관리
기술, 가정 내 빌트인 기기
(조명, 커튼, 방문객 확인 등)
제어 기술 등

음성 인지 가전제어 서비스,
대화형 홈서비스 로봇, 불쾌
소음 억제기술, 의류건조모드,
공기세균기능 등이 탑재된
가습기 등

외부침입, 감시, 출입통제.
CCTV에 이르는 종합적인
방법체계, 방문자 확인 기능,
원격 검침 기능 등 지능형
서비스 기술

Amazon, Ikea, Siemensbosch, Miele, Intel

ADT, AT&AT, Verizon
Wireless, Comcast,
Time Warner Cable,
Cox Communications,
NTT docomo

Google, Apple, Amazon,
Ikea, 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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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KT, SKT, LG유플러스, 삼성
전자, LG전자, 그립, 메이츠,
퓨전소프트, 코맥스, 코콤,
필룩스, 유니웹스, 핸디소프
트, 이젝스, 필컴, 라온익스,
엔텍스

삼성전자, LG전자, 경동나비
엔, 대성쎌틱, 캐리어, 위닉
스, 모뉴엘, 금호전기, 그립,
코맥스, 로보와이즈 등

KT, SKT, LG유플러스, 아이
레보, 에스넷, 에스원, 스마
트빈, 넥스리얼, 엑시스커뮤
니케이션즈코리아, 에이에스
티소프트, 엔토스정보통신,
시옷 등

중소 기업
참여 정도
중소 기업
시장점유정도
*중소기업 참여정도와 점유율은 주요제품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참여규모와 정도(업체수, 비율 등)를 고려하여
5단계로 구분 ( 낮은 단계:
,중간단계 (
,
,
), 높은 단계:
)
SOURCE ｜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2018-2020, 스마트홈

MAJOR ROLES AND SELECT FIRMS IN THE SMART HOME VALUE CHAIN
INDUSTRY LAYERS

KEY FIRMS

APPLICATION

CONSUMER
ELECTRONICS
·SAMSUNG
·HAIER
·BSH
·PHILIPS
·PANASONIC
·XIAOMI

PLATFORM

COMPONENT

TELCOS
·AT&T
·VERIZON
·COMCAST
·SOFTBANK
·NTT
·DEUTSCHE TELEKOM
·ORANGE
·TELSTRA

SMARTPHONE OS PROVIDERS
·APPLE
·GOOGLE
·MICROSOFT
SENSORS
·BOSCH
·STMICROELECTRONICS
·TEXAS INSTRUMENTS
·SONY

UTILITIES
·EDF ENERGY
·E.ON
·RWE
·VATTENFALL
·ENEL
·ENDESA
·PG&E
·TEPCO

SECURITY
SERVICES
·ADY
·TYCO
INTERNATIONAL
·SECOM
·G4S
·ICONTROL
NETWORKS

E-COMMERCE PLATFORMS AND PORTAL
·AMAZON
·YAHOO!
·ALIBABA
·TENCENT

·BAIDU
SYSTEM ON CHIPS
·MEDIA TEK
·QUALCOMM
·INTEL
·ARM

ODMS AND EMSS
·FOXCONN
·JABIL
·WISTRON
·LITE-ON

SOURCE ｜ MAJOR ROLES AND SELECT FIRMS IN THE SMART HOME VALUE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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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주요 전시회 정보 파악하기

HOW
관심 상품 관련 국내외 전시회를 직접 또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전시 키워드 및 컨셉, 참여 업체명, 대표 상품,
전시 세미나 내용 등을 파악하여 관련 트렌드 추세를 파악함.
CASE
인플루언스 정보 분류 매트릭스 작성
전시명

전시 내용

CES
Experience Innovation at CES
Consumer
2015년 테마 "융합 (Convergence)"
Electronics Show 2016년 테마 "지속성 (Continuation)"
SMART HOME
WORLD
MWC
Mobile World
Congress
ISC West EXPO
International
Security
Conference
(국제보안기기박람회)

IMM
COLOGNE

전시 규모 또는 정보
미국 라스베가스
150개국, 3,800개 이상 전시 업체 참여
약 2만개 제품 전시, 17만 명의 참가자
https://www.ces.tech

Successfully Monetizing Smart Living Services
Affordable, Reliable, Simple, Secure

영국 런던
https://smarthomeworldblog.com

스마트 주변기기 및 가상현실 분야 주목
Mobile is Everything Mobile is Disruption
Mobile is Connected Living

스페인 바르셀로나
100여 개국 2,500여 업체
www.mobileworldcongress.com

고화질·디지털·생체인식을 통한 보안장비 개발시대를
위해 4K,모빌리티, 크라우드, 무선 기술, 홈 자동 보안
(Home Automation Security)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신제품
출시가 주류를 이룸.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딩 기술을 접목한
보안 제품 대거 선보임.

미국 라스베가스
1,000여 업체 참가 및 28,000여명 참관
www.iscwest.com

인테리어 트렌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특히 'LivingKitchen'
에서 미래 스마트 주방의 흐름 파악이 가능함. 홈페이지에서
Trailer Living Kitchen 클릭해서 트렌드 파악함. '주방의 즐거움'
이라는 슬로건에서 2017 Transatlantic Living 컨셉 제안함.

독일쾰른
52개국 1,300개 업체 참여 138개국 146,000명
방문 (전문 방문객 102,000명)
www.imm-cologne.com

IFA
Internationale 가상현실, 3D프린터, 드론 포함한 10개 카테고리로 기업 간
Funkausstellung 거래(B2B) 성격 강화 "연결성" 과 "사용성"

독일 베를린
240,000여명 참관, 10,000여 업체 참가
계약규모 43.5억 유로 ( '15년 기준)
www.ifa-berl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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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S
EUROPE

커넥티드 홈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퍼스널화가 가져오는 가치의
명확화, 표준과 상호운용성, 웨어러블 및 커넥티드 헬스 비즈니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www.connectionseurope.com

WT
Wearable
Technologies

WTS 에서는 웨어러블과 VR·AR간 융합 기술의 상용화,
일반 제품을 스마트 제품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보조 단말의
부상,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 등의
트렌드 주목

미국 샌프란시스코
B2B 전시회임에도, 올해 140여개 업체 참가
http://www.wearabletechnologyshow.net
*전시 규모는 2016년 기준

CASE

어워드(AWARD) 선정 제품들을 통해 기회 영역 도출하기
디자인 코드 정보원 매트릭스 작성
시상

사이트

Red-dot

Red-dot.org

IF International Forum Design

Ifworlddesignguide.com

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

Idsa.org/idea

Good Design Award

www.good-design.com

Electrolux Design Lab

electroluxdesign lab.com

Good Design Award: G-Mark

g-mark.org

James Dyson Award

Jamesdysonaward.org

BraunPrize

http://www.braunprize.org

Materialica Design Award

materialica.de

CES Smart Home Innovation Award

https://www.ces.tech/Events-Programs/Innovation-Awards

Wearable Technology Show Awards Winners

www.wearabletechnologyshow.net/awards

SMAHOME AWARD

www.mysmaho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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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작하기: START
1. 틀 설정하기
2. 정보원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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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트렌드 따라잡기: FIND
1. MEGA CODE
2. HUMAN CODE
3. DESIGN CODE
4. FUTURE VISION CODE

PART

03

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하기: SUGGEST
1. (+) DESIGN CODE
2. (±) DESIGN CODE
3. (-) DESIG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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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VISION CODE는 ①메가 코드 ②휴먼 코드 ③디자인 코드로 구성되어 상품 기획 시 고려해야할
거시 환경, 소비자, 디자인 기회 영역을 도출하여 컨셉 방향성을 제시함.

MEGA CODE 구성과 방법
미래 변화 추이 발견하기
과거 되돌아보기

현재 짚어보기

구성

미래 디자인 동인(動因) 발견하기

미래 예측하기
미래 예측 이슈 발견하기

+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SDTEE 모델

환경 스캐닝 기법

분석
방법
시나리오 기법

T.A.I.D.A 기법

[ 스마트홈 디자인과 연관성 기준으로 필터링 ]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스마트홈 디자인에 반영할 이슈를 발견함.

PART02. 트렌드 따라잡기_MEGA CODE

무엇을 보고 동인을 발견할 것인가?
MEGA CODE는 현재 짚어보기, 과거 되돌아보기, 미래 예측하기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됨. 3차 년도
보고서에서는 메가 코드 구성 중 현재 짚어보기 위주로 사회, 인구, 기술, 경제, 환경 이슈 중 스마트 리빙
과의 접점에서 동인 발견과 이슈 분석 방법을 제시함.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거시 환경의 동인과 과거 인
간 생활 변화 모습을 분석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 예측 전문가, 미래 발생 가능성의 티핑 포인트
(Tipping Point), 미래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마켓에 영향력이 있는 정
보를 추출, 필터링하여 휴먼 코드(HUMAN CODE), 디자인 코드(DESIGN CODE)의 정보 분석에 활용함.

과거
되돌아보기

현재
짚어보기

변화 패턴 발견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동인 발견
(미래는 왜 변화하는가?)

과거

현재

미래

미래
예측하기
변화 포인트 발견
(미래는 무엇이 변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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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방법론과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음. 일반적으로
하나의 미래 예측 프로젝트에 3-5개의 방법론이 적용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목적에 적합한 방
법론을 선택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임.
미래 스마트홈 디자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 환경 변화의 요인, 동인 추세, 영향을 분석하고, 마켓에서
의 기회와 위협을 예상하여 컨셉 성공율을 높여 주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 목적으로 메가 코드에서
는 아래와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음. 미래 디자인을 예측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3-5개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데 기존의 미래 예측 방법론들의 용도 및 장·단점을 파악하여 부분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 취지에 맞게 방법
과 연구 대상을 보완하여 새로운 모델을 설계하기도 함. 메가 코드는 마켓에서 기회와 위협을 고려하여 휴먼 코드
와 디자인 코드에 유의미한 근거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과 연구 대상을 선정함. 디자인 코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 환경의 변화, 위험, 기회의 징후를 판별하고 추적하고, 이슈를 분석함. 또한 비선형적 불연속 변화 속에서
과거 20년의 핵심 인플루언스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발생 가능한 미래 스트림을 포착·전망하며 영향력 있는 전
문가와 기관들의 예측 정보를 필터링하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MEGA CODE

컨텐츠

OG
OL

Y

EC

ON

O
Y
EC O LO

GY

SO

Y
C I ET

HN

시나리오 기법

M

TE
C

SDTEE 모델

분석방법
D EM

O G R APH Y

T.A.I.D.A 기법

환경 스캐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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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동인을 발견할 것인가?
메가 코드_현재 짚어보기는 인간 중심 디자인 코드를 제시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SDTEE Model을 툴
(Tool)로 활용하여 분석함. 사회(Society), 인구(Demography),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환경
(Ecology) 등의 인간을 둘러싼 거시 환경 영역에서 핵심 동인을 포착하고, 기회를 분석하여 디자인 컨셉
방향에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함.

·사물인터넷

·디스플레이

·로봇

·3D 프린팅

·무인자동차

·빅데이터

·인공지능

·에너지

·나노, 바이오 ·최첨단 신소재 기술
TECHNOLOGY

·디지털 사회
·도시화

·자본주의 4.0

·개인화

·소득 불균형

기술

·밀레니얼 세대와

·중산층 부상

여성 소비자

·공유 경제

·공감과 통합

·온디멘드 경제

SOCIETY

사회

경제

HUMAN

·고령화

·기후 변화

·1인 가구
DEMOGRAPHY

ECONOMY

·자원 고갈
인구

환경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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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동인을 발견할 것인가?
스마트홈 디자인 산업의 거시 환경 트렌드 분석 중 현재 짚어보기 영역에서는 SDTEE 분석 모델을 활용함.
5가지 영역별로 세부 분석 내용을 정리하고, 스마트홈의 디자인 시그널 도출을 위한 연구 활용 범위를 설정함.

S

GRAPHY
MO
DE

S

TECH
NO
L

Y
IET
OC

D

T

SDTEE

E

E

ECONO
MY

·연령대별 구성 비율
·가족 구성 형태와 요인
·도시 집중
·교육 수준
·
·

·차세대 핵심 기술
·기술의 문제점
·
·

Y
OG

·사회 핵심 가치
·소비자 관심과 활동
·사회 네트워크
·핵심 소비자
·
·

자원 고갈
기후 변화
·
·

·세계 경제 이슈
·경기 추세
·소득 수준
·경제 주도층
·소비 관련 지수
·소득 분배 관련 지수
·뉴 비즈니스 모델

SDTEE 모델을 중심으로 한 거시 환경의 세부 분석 포인트와
‘현재 짚어보기' 에서의 활용 범위 설정
MEGA CODE : 현재 짚어보기
1. 미래 속도를 변화시키는 파괴적 거시 환경은 무엇인가?
2. 미래 사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3. 미래 핵심 소비자는 누구인가?
4. 미래 사회 공감과 통합 방법은 무엇인가?

활용 범위

5. 미래 사회 도시의 모습과 디자인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6. 미래 사회의 핵심적 기술은 무엇이고, 발전 방향과 적용범위는 무엇인가?
7. 미래 기술 발전이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8. 미래 경제 주도층에 따른 디자인 개발 방향은 무엇인가?
9. 미래 경제 추세에 따른 디자인 개발 방향은 무엇인가?
10.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에 따라 필요한 디자인 상품 개발 방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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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디자인 시그널 도출을 위해, SDTEE 모델 5가지 영역의 거시 환경 분석을 통한 동인 발견과 이슈 분석
SDTEE 모델
사회

인구

기술

경제

환경

SOCIETY

DEMOGRAPHY

TECHNOLOGY

ECONOMY

ECOLOGY

HOW
SDTEE 모델을 활용하여 사회, 인구, 기술, 경제, 환경 분야로 분류하고 거시 환경 키워드를 추출하고 상품
기획 대상(관심 대상) 접점에서 미래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을 제시함.
SDTEE 영역별
동인 발견

이슈 필터링
및 추출

이슈 분석

기회영역 도출

CASE
인터넷 검색, 관련 문헌자료, 국가 미래예측 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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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사회
SOCIETY

HOW

사회 이슈에서 동인 발견과 이슈 분석 하기
SDTEE 모델의 거시 환경 중 사회 영역에 대한 사회 핵심 가치, 소비자 관심과 활동, 사회 네트워크,
핵심 소비자 측면을 점검하고, 스마트홈 디자인과의 접점에서 동인 발견과 분석된 이슈를 제시함.

동인 발견

디지털 사회는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고 상품과 서비스 디지털화를 가속시켰음. 소통이라는 긍정적인 가치와 함께
건강, 소소한 행복을 찾기 위한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UN의 도시화 보고자료에 따르면, 2030년 세계 인구의 60%가 도심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 인구 도시
집중에 따라 공간 제약이 없는 최첨단의 스마트 주택, 효율성을 강조한 인프라와 이에 따른 에너지 수요가 중요해
질것임. 도시 근교까지 주거 반경이 확대되면서 통근 문제 등 시간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운송 수단과
관련한 기반 시설이 요구됨. 생산성 향상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의 단절, 가족 간의 결속력 상실, 도심
노숙자 문제, 정신 건강 등의 부정적인 요소에도 주목해야 함.
2012
2030

60% of the world's population
will live in cities by 2030 Up from
50% in 2013

34%
50%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will have access to the internet by
2030 up from 34% in 2012

이슈 필터링
및 추출

이슈 분석

키워드
도출

2013

BY 2030

60%

50%
60%

2030

[ 스마트홈 디자인과 연관성 기준으로 필터링 ]
디지털 사회

도시화

공감과 통합

디지털 사회로 편리 가치
제공하나 피로 사회 존재로
디톡스가 필요함.

과밀집 지역 도시 문제
해결 방안과 제한된 공간
활용이 요구됨.

사회 불균형 문제 해결책이
필요하고, 공감·공생을 유도
하는 활동과 상품이 요구됨.

디지털 디톡스

편안 가치

효율성

안전과 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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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세계 인구의 75%가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 사용도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사용 증가 가속화.
2030년에는 세계 인구 절반이 인터넷에 접속할 것으로 예측됨.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기회가
확대되며 개인 파워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
2030 소비 시장의 주인은 개인적인 성향이 뚜렷하고 SNS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 1982~2000년 사이에 태어난
신세대로 전 세계 25억 명, 전체 소비시장의 30%, 연간 매출액 2조 4,000억 달러의 영향력을 가진 세대. 글로벌
사고를 지니고, 자선활동에 적극적이며, 정보 수용을 넘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고, 건강과 친환경, 공익
운동을 중요시 함. 이들의 관심, 활동을 살펴보고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사회계층의 파워는 중산층으로 이동하고, 베이비 부머, 밀레니얼 세대가 마켓의 핵심 대상
으로 주목됨.

75% of the global population has access to a mobile phone.
In some countries, more people have access to a mobile phone
than to a bank account, electrictity or clean water

이슈 필터링
및 추출

이슈 분석

키워드
도출

75%

[ 스마트홈 디자인과 연관성 기준으로 필터링 ]
개인화

밀레니얼 세대와 여성 소비자

개인 행복 가치 추구가 우선시 되면서 다양한
개인의 니즈에 대한 맞춤화가 필요함.

밀레니얼 세대와 여성 소비자의
다양한 관심과 취향 이해 필요함.

맞춤 디자인과 서비스

밀레니얼 세대

여성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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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인구
DEMOGRAPHY

HOW

인구 이슈에서 동인 발견과 이슈 분석 하기
SDTEE 모델의 거시 환경 중 인구 영역에 대한 연령대별 구성 비율, 가족 구성 형태와 요인,
도시 집중, 교육 수준 측면을 점검하고, 스마트홈 디자인과의 접점에서 동인 발견과 분석된 이
슈를 제시함.

동인 발견

2030년, 60세 이상 베이비 부머 세대는 선진국 전체 인구의 29%에 달할 것으로 전망. 지난 20년간의 Eurostat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소비는 50% 이상 빠르게 증가하여 글로벌 소비 파워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고, 그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재생·재활 의학, 무인 자동차 등의 시장은 우선적으로 베이비부머를 타겟 대상으로 개발되어야 함.
POPULATION BY
AGEGROUPS
IN EU27
2010, 2030, 2050

100
90
80
70
60

Between 15&64 years

50
40

65 years and older

30
20

Below 15 years

10
0

이슈 필터링
및 추출

2010

2030

2050

[ 스마트홈 디자인과 연관성 기준으로 필터링 ]
고령화

이슈 분석
키워드
도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독립적인 생활 지원이 절실함.

신체 지원

독립 생활 지원

쉽고 심플한 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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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OECD의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보고서에 따르면, 핵가족화, 저출산 등으로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가족
세대 구성이 단순화되면서 다양한 가족의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족 형태에서 부부 중심, 한 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
1인 가구 등 가구의 규모가 축소되고, 자녀가 없고, 부모 부양도 없는 부부 형태의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측함. 서울시 통계로 본 '서울 가족 구조 및 부양 변화' 결과에 따르면, 가구원 수 감소 추세도 뚜렷해지면서,
4인 가구가 줄어들고 1인과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2030년까지 계속될 전망임. 또한 2030년에는 60세 이상인
1인 가구수가 전체의 38.1%까지 늘어나고, 이는 60세를 넘긴 부모가 더 이상 성인이 된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분석함.

One-person Households Projected % Increase in Numbers
of One-person Households in Selected OECD Countries,
from Early-mid 2000s to 2025-2030

가족 형태 변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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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80

71

1인 30.1%

30

부부+미혼
자녀 25.4
20

부부 17.9

10

한 부모 11.2
기타 9.5
3세대 이상 4.6
조손가구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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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aland

이슈 필터링
및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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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홈 디자인과 연관성 기준으로 필터링 ]
1인 가구

이슈 분석
키워드
도출

다양한 1인 가구 형태 존재로 세심한 니즈 파악이 필요함.

실용·안전 가치

제 2 가족 지원

미니멀한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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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슈에서 동인 발견과 이슈 분석 하기

WHAT
기술

TECHNOLOGY

가장 파괴적인 거시 환경인 기술 영역은 차세대 핵심 기술, 기술의 부정적 요소를 점검하고,
스마트홈 디자인과 접점에서 필터링하여 동인 발견과 분석된 이슈를 제시함.

동인 발견

HOW

기술은 경제적 영향력이 가속화되고 범위와 규모도 커지고 있음. 특히 스마트홈 산업이 가장 주목해야 할 코드. 4차
산업혁명은 ICT 기술을 통한 생산공정과 제품 상호 간 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제조 공정 디지털화 및 제품 서비스화가
구현되는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 기계, 가공물, 시스템, 인간이 시간, 장소, 객체의 제약이 없는 무한한 연결성을 추구함.
4차 산업의 5대 주요 기술인 사물 인터넷(IOT) 로봇공학,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이 주요 변화 동인으로 도출
되었으며, 이외에 새로운 에너지 공급, 진보된 소재 및 생명공학 등의 기술도 주요 변화 동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GLOBAL ROBOTICS MARKET(USS BILLIONS)

내용

기술

Personal
Commercial

사물인터넷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에 센서부착, 네트워크 등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통신기술
(예시) IoT+AI+빅데이터+로봇공학=스마트공장

로봇공학

로봇공학에 생물학적 구조 적용, 적응성 및 유연성 향상 기술

인간행동 및 설비동작 패턴 분석으로 시스템 최적화 기술
(예시) 빅데이터+AI+의학정보=개인맞춤의료

인공지능
(AI)

사고학습 등 인간의 지능 활동을 모방한 컴퓨터 기술
(예시) AI + IoT+자동차=무인자율주행자동차

이슈 분석

키워드
도출

16.4

+ 9%

17.0

26.9

Rapid Growth
Rates Expected

11.0

15.1
5. 8

10.8
3.9
2.4
1.1

2000

이슈 필터링
및 추출

42.9

CAGR1

7.4

66.9
24.4

1. Compound Annual Growth Rate
2. E = Expected

3D 설계도나 모델에 원료를 쌓아 물체를 만드는 제조기술
3D 프린팅
(Additive Manufacturing) (예시) 3D 프린팅+바이오기술=인공장기
빅데이터
(Big Data)

Military
Industrial

5.2
1.7
3.5
0.4

2005

3. 2
5. 1
1. 0

2010

5.9

10.8
11.2

16.5

7.5
2.5

4.5

9.0

2015 2020E²2025E²

[ 스마트홈 디자인과 연관성 기준으로 필터링 ]
사물인터넷기술

로봇기술

실시간데이터통신기술로지능적
자동 설정과 자율 제어, 최적
운영 등의 기술 고도화가 요구됨.
인터넷 단절에도 자율적인 동작이
보장되는장치운영기술이필요함

소셜 로봇과
어시스턴트 로봇 등
소통과가사 노동
지원이 필요함

연결성

자율 제어

3D 프린팅기술 빅데이터 기술
개인 맞춤 최적화, 복
잡한 형상 제작 가능
및 생산 프로세스와
비용 감소 효과 지원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표시
기술로 인간 중심의
스마트홈 디자인
개발에 적용

개인
맞춤화

인공지능 기술
음성 인식, 가상 에이전트, Machine
Learning Platforms,
딥러닝 등을 구현하여 변화하는
환경에도 사물의 자율적인 인지,
판단,대응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동 인식 및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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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2030 스마트홈은 '사람과 소통하고 도와주고 지켜주는 기술' 이 중심이 될 것임. 커넥팅을 통한 기능 컨트롤 범주를 넘어,
인텔리전스, 인공 지능 등과 접목된 스마트홈 기기는 주택 내부 뿐만 아니라 자동차, 인근 도로, 각종 시설 등 외부의 환경
까지 확장될 것임. 또한 초소형 센서를 활용한 터치 인터페이스를 기본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고,
새로운 웨어러블 관련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지능정보기술은 알고리즘의 변형, 확장 및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 적용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됨. 스마트 도시, 유전체 분석, 웨어러블, 자율 주행 자동차 등 혁신을 유발하여 경제,
사회에 큰 파급 효과를 끼침.
지능정보기술과
타 산업·기술의
융합 예시

지능형 로봇

유전체 분석

청소, 요리, 육아, 간병 등에 특화된
감성형 가사로봇 보편화

개인별 유전자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질병 치료

커넥티드 홈

체내 삽입형 기기

스마트 도시
안전, 에너지, 교통. 오염 문제 등을
스스로 예측·해결하는 도시

Big
Data
블록체인

금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전반에
고도의 안전성 / 신뢰성 제공

키워드
도출

3D 프린팅

지능 정보
기술

수요예측과 맞춤형 생산으로
효율 극대화 및 불량 최소화

이슈 분석

Mobile

IoT

스마트 공장

이슈 필터링
및 추출

모든 전자제품의 자율제어로
가사노동에서 해방

AI

스마트 임플란트, 생체공학 연구 등
신체 일부로 진화

누구나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1인 제조시대

Cloud

웨어러블

자율주행 자동차

의류 일체형 웨어러블 기술등을 통해
초현실 가상체험 및 증강 인간 구현

사고없이 안전하게 운행하는
무인버스·택시 및 무인물류 상용화

[ 스마트홈 디자인과 연관성 기준으로 필터링 ]
에너지기술

무인자동차 기술

최첨단 신소재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에너지 효율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기능이 요구됨

자율 주행 기술과
인포테인먼트 기술로
자동 주차와
충전 기능이 필요함

나노, 바이오, 그라팬(graphene),
홀로그램, 3D프린팅 소재, OLED 소재,
플라즈마 등 첨단 소재와
기능성 필름기술, 표면 처리 신기술
등의 적용이 요구됨

플렉서블(Roll to roll 기술 주목),
신기능 디스플레이 기술,
디스플레이 표시 기술로
이노베이티브한 스마트홈 구현

에너지 절감

자동 주차와
충전

신소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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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경제
ECONOMY

HOW

경제 이슈에서 동인 발견과 이슈 분석 하기
SDTEE 모델에서 사용한 경제 영역 중 세계 경제 이슈, 경기 추세, 소득 수준, 경제 주도층, 소비
관련 지수, 소득 분배 관련 지수, 뉴 비즈니스 모델 측면을 점검하고, 스마트홈 디자인과의
접점에서 동인 발견과 분석한 이슈를 제시함.

동인 발견

과거의 경제 흐름과 현재의 이슈들을 종합해보면, 경제 위기 이후 모든 계층의 공존과 경제 주체들의 상생을 추구하는
'따뜻한 자본주의' 개념이 이슈화되고 있음. 선진국 중산층을 중심으로 과거의 과잉 소비를 지양하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소비생활로 행복을 추구하는 성숙한 소비습관이 자리잡고 있음. 시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상황에서 실험 정신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공공부분과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BRICS 국가들이 2030년 세계 최대의 경제 중심축
으로서, 현재 25억 명의 중산층이 2030년에는 약 50억 명에 달해 구매력 있는 소비자층이 2배가 되면서 그 역할이 기대됨.

TOP 10 ECONOMIES BY 2050 : COUNTRIES FROM ZONE AOA

이슈 필터링
및 추출

SHARE OF GLOBAL MIDDLE-CLASS
CONSUMPTION, 2020-2050 (PERCENT)

[ 스마트홈 디자인과 연관성 기준으로 필터링 ]
자본주의 4.0

소득 불균형

중산층 부상

이슈 분석

복지와 상생을 추구하고,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접근이
필요함.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소득 불균형의 위협 요소
대책 마련 필요함.

신흥 중산층으로 이동하는
경제 주도층을 타겟으로
마켓 전략이 필요함.

키워드
도출

실용성

복지와 상생

신흥국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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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2030년 글로벌 국가들이 경제 정세와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디지털 자본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임.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술 추세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행동 및 물류 추적 데이터 등 무형의 디지털 자산은 개인 최적화를 위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의
단초가 될 수 있어 온디맨드 경제, 공유 경제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고용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봄.
2017 다보스포럼 INSIGHT REPORT
인공지능, 빅데이터, 실시간 서비스 등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솔루션이 통합 운영되면서 생활 밀접한 부분까지 개인화 서비스가 실행

· IMPORTANT ISSUES FACING IN 2030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 변화

Still imaging what 2030 will be like, in your opinion, what will be the two
most important issues facing(OURCOUNTRY)in 2030?" (MAX.2ANSWERS)
Economic Situation
Unemployment
Crime
Pensions
Protecting the Environment
Healthcare System
Immigration
Rising Prices /Inflation
Terrorism
Taxation
Housing
The Educational System
Defence/Foreign Affairs

이슈 필터링
및 추출

이슈 분석

키워드
도출

곡선상의 기업 위치는 기업과 고객이 디지털화를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전통 미디어

23
20

티핑 포인트
디지털 (분기점)
미디어
후진기업
몰락
소비재 제품
주류고객의
(CPG) 유통
신기술 수용

18
17
16
15
13

유통, 은행,
보험

12
9
6
6

앞서가는 기존 기업의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수용 시작
얼리어답터의 새로운
비지니스 수용

혁신적 신생기업의 파괴적
비지니스 모델 창출

새로운
트렌드의 등장

5
4

시간

[ 스마트홈 디자인과 연관성 기준으로 필터링 ]
공유 경제

온디맨드(On-demand)경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needs)를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로 공유와 렌탈 (Rental)경제가 필요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와
다양화가 필요함.

디지털 데이터 활용

공유와 렌탈

수요자 중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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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환경
ECOLOGY

HOW

환경 이슈에서 동인 발견과 이슈 분석 하기
SDTEE 모델의 거시 환경 중 환경(ECOLOGY) 영역에 대한 자원 고갈, 기후 변화 이슈를 스마트홈
디자인과의 접점에서 필터링하여 이슈 추출 및 분석을 실행함.

동인 발견

유엔에서는 전 세계가 인류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총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를 발표.
이 계획은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17개 중 환경과 직간접 연관된 목표는 6개 이상으로 그 중대성이
높음.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증가해 2030년 연간 물 수요량은 현재 공급량을 40%
초과하는 수준. 2030년 식량 수요는 현재보다 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임.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해수면 상승 및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문제와 영양실조 문제에 대해 언급했고,
세계은행과 UNFCC와 같은 국제 기구에서는 폭염의 증가와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기근 발생 빈도가 높아져 최근
민간 재원과 협력하여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WITH A WARNING OF 2~3 ℃
The Amazon
rainforest could dry up
Irreversible melting of the Greenland
ice sheet could occur
20-50% of species world be at
risk of extinction

이슈 필터링
및 추출

[ 스마트홈 디자인과 연관성 기준으로 필터링 ]
기후 변화

이슈 분석

키워드
도출

환경 재해 예방과 미세 먼지 대비에 대한 관심과 대책으로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 등 적정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홈 기기가 중요해짐. (Green Premium, River Premium 예상 됨.)
친환경

적정 환경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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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소비자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고, 여유분을 통합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증가할 것임. 소비자는 에너지 생산 시장에 참여하고, 에너지 공급망은 중앙공급형에서
분산 거래형으로 전환되면서 전략 송배전 손실이 감소하며,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이 확대될 전망임.
'새로운 플라스틱 경제(NPEC)' 란 세계경제포럼이 '순환경제' 의 원칙에 따라 플라스틱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발표한 3개년 계획임. 독일 헨켈그룹이 참여를 선언했으며, 2020년에 이르면 매출액 대비
포장 중량을 지난 2010년에 비해 20% 줄이고, 유럽에서 사용되는 포장 용기 중 재활용 PET의 비중을 33%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국내 환경산업은 2014년 기준, 매출액 약 98조 원에서 2020년에는 매출액 140조원
이상으로 성장 전망하고 있음. 미래에는 자원 재활용 관련 비즈니스에 주목하고 스마트홈 기기의 기능과 소재
사용에 이러한 이슈를 반영해야 함.
PLASTIC PACKAGING SEGMENTS THAT NEED
FUNDAMENTAL REDESIGN & INNOVATION

Fundamental redesign & Innovation is needed for 50% of plastic
packaging (by no. of Item). or 30% of plastic packaging ( by weight)

이슈 필터링
및 추출

[ 스마트홈 디자인과 연관성 기준으로 필터링 ]
자원 고갈

이슈 분석

키워드
도출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자원 재활용 기술로 제한된
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함.
자원 재활용

에너지 자가 생산

친환경 소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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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활을 중심으로 이에 영향을 주는 거시 환경의 동인 발견과 메가 코드 이슈 추출 및 분석을 실행함.
1차년도 연구에서는 거시 환경에 대한 현재 이슈들을 4가지 영역인 사회&인구, 경제, 환경, 기술 측면에서
살펴보았음. 이를 통해서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8가지 이슈를 추출하였으며, 스마트홈에서 요구되는
디자인 시그널 7가지를 추출하였음.

메가 트렌드 관점 인간 생활 가치

따스한
실용주의

건강한 생활
충전하기

사회 불평등 해소
공감과 협력

불확실한
미래 대비와 안전 추구

개인 맞춤화
온디멘드 경제

IOT로 진화하는
편안한 생활

행복한
1인 가구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실버 세대

DESIGN SIGNAL FOR SMART HOME

건강한
스마트홈
절약할 수 있는
스마트홈

편리와 동시에
편안한
스마트홈

혼자
잘 살 수 있는
스마트홈

나만을 위한
스마트홈

안전한
스마트홈

나이 들어도
자립할 수 있는
스마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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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활을 중심으로 이에 영향을 주는 거시 환경의 동인 발견과 메가 코드 이슈 추출 및 분석을 실행함.
2차년도 연구에서는 거시 환경에 대한 현재 이슈들을 SDTEE 분석의 5가지 영역인 사회, 인구, 경제, 환경,
기술 측면에서 살펴보고, 스마트홈 동인이라는 기준으로 키워드 맵핑, 이슈 추출, 필터링, 그룹핑 하였음.

사물인터넷기술

로봇기술

무인자동차 기술

실시간 데이터 통신 기술
로 지능적 자동 설정과
자율 제어, 최적 운영 등
의 기술 고도화가 요구됨

소셜 로봇과 어시스턴트
로봇 등 소통과 가사 노동
지원이 필요함

자율 주행 기술과
인포테인먼트 기술로
자동 주차와 충전 기능이
필요함

에너지 기술

빅데이터 기술

3D 프린팅기술

에너지 효율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기능이 요구됨

빅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표시 기술로
인간 중심의 스마트홈
디자인 개발에 적용

개인 맞춤 최적화,
복잡한 형상 제작 가능
및 생산 프로세스와
비용 감소 효과 지원

최첨단 신소재 기술

인공지능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나노, 바이오, 그라팬
(graphene), 홀로그램,
3D 프린팅 소재,OLED
소재, 플라즈마 등
첨단 소재와 기능성
필름기술, 표면 처리
신기술 등의 적용이
요구됨

음성 인식, 가상
에이전트, Machine
Learning Platforms,
딥러닝 등을 구현하여
변화하는 환경에도
사물의 자율적인 인지,
판단, 대응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플렉서블 (Roll to roll
기술 주목), 신기능
디스플레이 기술,
디스플레이 표시 기술로
이노베이티브한
스마트홈 구현

자본주의 4.0
복지와 상생을 추구하고,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함

소득 불균형

중산층 부상

지속 가능한 사회 추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거시 환경 이슈

경제 주도층은 신흥국 중산층
으로 이동하여 수출 대상과
그 방법 모색이 필요함

공유 경제

온디맨드 경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로 공유와
렌탈경제가 필요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와 다양화가 필요함

기후 변화
환경 재해 예방과 미세 먼지 대비
에 대한 관심과 대책으로 적정 온도
와 습도 유지 등 적정 환경을 제공
하는 스마트홈 기기가 중요해짐.
(Green Premium,
River Premium 예상됨)

경제

기술

HUMAN
사회

디지털 사회

도시화

디지털 사회로 편리 가치
제공하나 피로 사회 존재
로 디톡스가 필요함

과밀집 지역 도시 문제
해결방안과 제한된 공간
활용이 요구됨

공유 경제

온디맨드 경제

공감과 통합

개인 행복 가치 추구가
우선시 되면서 다양한
개인의 니즈에 대한
맞춤화가 필요함

밀레니얼 세대와 여성
소비자의 다양한 관심과
취향 이해 필요함

사회 불균형 문제 해결책
이 필요하고, 다같이
공감하고 공생할 수 있는
활동(봉사)이 요구됨

환경

자원 고갈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친
환경 에너지, 자원 재활용 기술로
제한된 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함

인구

고령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독립적인
생활 지원이 절실함

1인 가구
다양한 1인 가구 형태 존재로
세심한 니즈 파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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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메가코드는 미래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 거시 환경요소들을 분석하고 디자인 관점에서 발생 가능성과 마켓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 컨셉 방향의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로 활용함.
HOW
1. 인간 생활에 있어 그들의 관심과 가치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디자인 관점에서 그 대응 방법을 모색
2. 인구 구조의 변동에 따른 핵심 주체 파악과 소비 수요의 변화 연구
3. 기술 혁신으로 초래하는 긍·부정적인 효과와 이에 따른 인간 생활 변화 분석과 새롭게 주목받는 신기술 동향 파악
4. 경제 성장의 흐름 변화, 글로벌 경제 세력의 특징과 소비 경제에서 중요한 가치 변화 추이 파악
5. 자연 환경 변화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과 이에 대한 단기·장기적 대응 방안 분석

WHERE
·통계청 http://kostat.go.kr

·http://www.businessweek.com

·한국디자인진흥원 http://www.designdb.com

·http://www.forbes.com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http://www.nytimes.com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http://www.kistep.re.kr

·http://trendwatching.com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http://www.springwise.com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http://www.fastcompany.com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http://www.trendhunter.com

·포스코경영연구소 http://www.posri.re.kr

·http://www.ndsl.or.kr/(과학정보)

·KT경제경영연구소 http://www.digieco.co.kr

·http://www.wired.com

·세계경제포럼 The Economic World http://www.worldeconomics.com

·http://www.digitaltrends.com

·세계미래학회 World Future Society http://www.worldfuture.org

·http://gizmodo.com

·Havard Business Review https://hbr.org

·http://engadget.com

·MIT Technology Review http://www.technologyreview.com

·http://robots.net

·http://www.ted.com/

·www.popsci.com

·http://www.mckinseyquarterly.com
·https://trend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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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주도의 기능 개선으로 제품 수명 주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의 차별화를 구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음. 특히 IT 기기나 전자 제품은 미니멀한 외관이 당분간 지배할 것으로 보고 디자인 접점에서 인간이 요구
하는 핵심 가치를 제품 속성에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켓 성공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판단됨.
메가 코드에서 SDTEE 모델을 통해 분석한 거시 환경들과 디자인과의 접점에서 미래 중요한 인간의 가치를
예측하여 분석하고, Lx(HxD) 모델을 활용하여 가정생활, 건강 생활, 일과 여가 생활, 이동 생활과의 접점에
서 주목해야할 주체를 선정하고 그들의 관심과 활동들을 추출하여 미래 소비인식과 소비력을 예측함.

휴먼 코드 구성과 방법

주체

가치

미래 시장에서 주목할 주체는 누구 인가?

주체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수단과 활동은 무엇인가?

구성
현상

마켓

주체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는 무엇인가?
주체들의 행복과 불행 요소는 무엇인가?

디자인에 반영되는 인간 가치 중
마켓에서 우선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SDTEE모델을 통해 핵심 주체, 사회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발견하고, 그들의 전반적인 이슈를 추출함. Lx(HxD)모델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핵심 주체들의 관심과 활동들 속에서 디자인 컨셉 기획 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이슈를 분석
하고 마켓 관점에서 휴먼 코드를 제시함.

SDTEE 모델

분석
방법

Lx(HxD)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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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코드(MEGA CODE) 환경 하에 인간들의 주체별 현상과 인식 변화 이슈를 살펴보고 국민 행복과 소비로
이어지는 가치 있는 수단과 활동들을 발견하여 인간 중심 디자인 개발 방향에 근거를 제공함. 또한 디자인 코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현상에 따른 주체와 이슈를 통한 소비자군과 인간생활에서 발견되고 있는 수단과 활동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주요 마켓 산업에 대하여 도출함.
휴먼 코드 연구 내용
01. 현상

02. 발견

주요 주체들과 그들의 이슈는 무엇인가?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을 활용하는가?
휴먼 코드 도출

MEGA CODE

SOCIETY

HUMAN CODE
01.

활력을
제공하라

DESIGN CODE
+
CODE

활력을 더하라
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실용가치를 더하라

DEMOGRAPHY

02.

휘게(HYGGE)
라이프를 제공하라

TECHNOLOGY
03.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라

±
ZERO
CODE

ECOLOGY

HUMAN CODE 01.

04.

HUMAN CODE 02.

휘게라이프(HYGGE)
가사노동을 줄여라

ECONOMY
실용가치를
제공하라

편안함, 최고의 가치

불필요한 것을 없애라

CODE
유해환경을 줄여라

HUMAN CODE 03.

HUMAN CODE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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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가치 추출 방법으로 사용한 Lx(HxD) 모델 외에, 소비자를 관찰하는 Shadow Tracking, Peer Shadowing,
Town Watching, Video Ethnography 등의 기법들이 있으며, 직접 소비자들을 인터뷰하거나 질문지를 통해 탐색
하는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집단면접(Group Interview) 등의 방법이 있음.

분석 방법
Lx(HxD) 모델
·Human Life x (Value of Happiness & Design)
·인간생활: 가정 생활, 건강 생활, 일과 여가 생활
·행복가치: 행복요인과 불행요인 발견
·디자인: 의·식·주, 전자, 운송 산업 관련 디자인
·인간의 실생활에 존재하는 이슈를 찾아내고 그 속에 잠재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리서치와 분석 단계에서
잠재된 행복과 불행의 이슈를 찾아내며, 이에 따른 인간의 관심, 활동 등을 살펴보며 가치 측면에서 휴먼코드를 제시함.

Shadow Tracking
·소비자의 생활상 및 제품 사용 패턴, 응답자의 이동 경로에
따른 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의 일상생활을 동영상
촬영하여 관찰하는 방식.
·상품 기획 단계에서 활용되며, 새로운 제품, 서비스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또는 실제 사용자의 니즈를 깊이 있게 파악
하고자 사용됨.

Town Watching
·소비자 집단의 라이프 스타일 및 트렌드 파악을 위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관찰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
·거리의 행인이나 매장을 주로 관찰하게 되며, 상품 기획단계
에서 활용되는 조사로 소비자들의 특성 및 성향을 이해하고
제품 포지셔닝이 적절한지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

Focus Group Interview
·타겟 시장과 연관성 있는 소비자를 일정한 자격 기준에 따라
약 6~12명 선발하여 한 장소에서 면접자의 진행으로 계획된
질문지를 토대로 소비자를 탐색하는 방법.

Peer Shadowing

·본인, 친구, 가족 등 지인들이 선정된 소비자의 행동을 관찰,
기록하는 방법.
·조사자가 따라다닐 수 없는 부분까지 촬영할 수 있고, 심리적
으로 편안함을 느끼며 현장에서 주변환경 및 주변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시각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Video Ethnography
· 특정 제품이나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형태를 한 지점에
카메라를 고정하여 기록하고 관찰하는 방식.
· 가전제품 등 기존 제품 사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식품
매장 등 특정 환경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활용함.

Group Interview
· 어떤 주제에 대해 응답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응답자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욕구·태도·감정
등을 발견하는 소비자 면접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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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동인을 발견할 것인가?
인간생활 중심 트렌드 정보 생태계구축을 위해 개발한 Lx(HxD) 모델은 인간생활 분류 및 핵심 라이프 스타일 척도
(Life-Style Dimension)를 활용하여, 인간의 활동, 관심, 의견,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

운송

의
식

불행

건강생

행복

의

가정생활

식

불행
주

전자

가치

송
운

운송

행복

행복

의

전자

인간
생활

가생활
여

식

일&

활

주

불행
행복

주

자
전

디자
인

융합

라이프스타일 척도 (Life-style Dimensions)
활동(Activities)

관심(Interests)

의견(Opinions)

인구통계적 변수들

일(work)

가족(family)

자신(themselves)

나이(age)

취미(hobbies)

가정(home)

사회적 쟁점(social issues)

교육(education)

사회적 사건(social events)

직업(job)

정치(politics)

소득(income)

휴가(vacation)

공동체(community)

사업(business)

직업(occupation)

오락(entertainment)

기분전환(recreation)

경제(economics)

가족규모(family size)

클럽(club membership)

패션(fashion)

교육(education)

거주지(geography)

공동체(community)

음식(food)

기술생산(products)

도시규모(city size)

쇼핑(shopping)

매체(media)

미래(future)

스포츠(sports)

성취(achievements)

문화(culture)

의식주

행과락

관계

생활주기
(stage in life cycle)

SOURCE｜ Plummer, J. T.(1974),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Life Style segmentation", Journal of Marketing, 38(Jan.), 34.

* 인간생활분류 -2014 생활시간조사 대분류 중 디자인과 연관성이 높고,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생활, 이동생활, 일과 여가 생활, 건강 생활 중심으로 동인 발견
* 디자인 카테고리 ①의 ②식 ③주 ④전자 ⑤운송 또는 상품 기획 대상 디자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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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코드 도출 프로세스

WHAT

HOW

Lx(HxD)

=

x

Human Life

(Value of
Happiness & Design)

1

2

3

4

5

인간생활 분류 및
핵심라이프스타일척도
(Life-Style Dimension)
선정.

메가 코드와 이머징
트렌드 분석을 통한
핵심 주체 선정.

메가 코드와
생활별 라이프
스타일 척도
영역에서 동인 발견.
(행복 요인과 불행
요인들을 추출)

그룹핑
(주체-동인-수단)과
이슈 분석.
인간생활 핵심주체
대상으로 주목되는
현상에서 가치를
제공해줄 수단을 통해
예상되는 활동들을
그룹핑함.

휴먼 코드
관점에서
기회 영역 제시.

상품 기획 대상에
따라 선정함.

인구 구성 비율이
높고, 새롭게 부상하는
주체 중 시장 영향력이
높은 순으로 구성함.

‘LxD’ Issue Tracking

Issue Keyword Mapping

Case Matching

이슈 키워드들을
긍/부정 감성어 기반으로
키워드 맵핑.

이슈 분석 결과에 따라
데스크리서치 사례들과 매칭,
재배열하여 콘텐츠 구성 보완.

여가
생활

건강
생활

가정
생활

행복
요인

불행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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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메가 코드에서 인간 생활에 영향을 주는 동인 발견하기

HOW
MEGA CODE_현재 짚어보기 코드에서 도출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필터링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인간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변화 흐름을 짚어냄. 보다 전문적인 접근으로 'Historical
Checking' 단계를 통해 과거 이슈들과의 연계선 상에서 인간 생활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음.

·혼합 경제와 , 복지,
상생, 실용주의 방향의
큰 흐름으로 접근함.

Y
CIET
SO

S

ECO
NO

E

T
HUMAN

E

·환경 재해 예방과
미세 먼지 대비에
대한 관심.

D
OGRAPHY
DEM

·편리 가치 제공하나 피로 사회
존재로 디톡스가 필요하고(디지털
디톡스), 개인 맞춤 니즈 반영 시급.
1인 가구와 고령화 증가로 그들의
독립적인 생활 지원에 관심.

Y
LOG
NO

Y
M

TEC
H

·적정 기술
사람과 소통하고,
도와주고, 지켜주는 기술.

·2030년 밀레니엄, 베이비부머 세대와
여성 소비자 주목. 60세 이상 베이비 부머
세대는 50% 이상 빠르게 증가하여 글로벌
소비 파워 계층으로 부상함.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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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인간 생활에서 동인 발견하기

HOW
인간 생활 중심으로 주체들의 관심과 활동들을 라이프 스타일 척도 영역에서 살펴보며 동인을 발견함.
일(work)

클럽(club membership)

기분전환(recreation)

휴가(vacation)

취미(hobbies)

쇼핑(shopping)

교육(education)

직업(occupation)

직업(job)

스포츠(sports)

오락(entertainment)

행과 락
가정(home)

가족(family)

패션(fashion)
음식(food)
가족규모(family size)
거주지(geography)

의식주

라이프스타일
척도

관계

공동체(community)
매체(media)

도시 속에
직장생활의
1인 가구 증가_
집으로의 회기, 집안에서
자연 교감
반려 동물
스트레스
해소_
솔로 이코노미
소확행
충전하고 휴식을
경험제공
케어
탕진잼 워라벨
취하길 원한다
(Work and life balance),
소형 주거 공간과
시발비용
개인의 몰입을
공간 효율성이 높은 실용 소비_소포장,
1인 가구 증가_
지원해주는 관리 서비스
가까운 곳에서 편안한
가구와 가전에 관심 소용량, 노브랜드
솔로 이코노미
_하비큐레이션
휴식을 즐기는 휘겔리케이션 노령세대의
독립적인
(Hyggelication)
가성비,
생활 지원
식문화의 변화_ 홈트레이닝, 홈메이킹, 가심비 도시 속에 자연
디지털
1인 가구,
교감 경험 제공
간편식, 홈쿠킹 홈인테리어 관심 고조
중고, 렌탈
디톡스
안전과 보안
시장 관심

*시발비용:스트레스를 받아 지출하게 된 비용. 시발 비용은 비속어인 '시발'과 '비용'
을 합친 단어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 을 뜻하는 신조어

PART02. 트렌드 따라잡기_HUMAN CODE

WHAT

핵심 주체 선정하기

HOW
메가 코드와 이머징 트렌드 분석을 통한 핵심 주체 선정
: 인구 구성 비율이 높고, 새롭게 부상하는 주체 중 시장 영향력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여 구성함.

CASE
메가 코드와 이머징 트렌드에서 선정한 핵심 주체 예시

2030년 60세 이상 베이비 부머 세대는
선진국 전체 인구의 29%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함. 지난 20년간 eurostat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소비는 50% 이상 빠르게
증가하여 글로벌 소비 파워 계층으로 부상함.
베이비부머
세대
OECD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에 따르면, 핵가족화
저출산 등의 지속으로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족 형태에서
부부 중심, 한 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 1인 가구 등 가구 규모가
점점 축소될 것임.

1인 가구

HUMAN
CODE

여성
소비자

밀레니엄
세대

전 세계 25억 명, 전체 소비
시장의 30%, 연간 매출액 2조
4000억 달러 (약 2,807조원)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1982~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신세대로
디지털 기기, SNS에 익숙하고,
글로벌한 사고를 지니고, 자선
활동에 적극적이며, 건강과
친환경 및 공익 운동을 중요시함.
특히 자신만을 위한 맞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높음.

개인 중심

세계 인구의 75%가 모바일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인터넷에 접속할 것으로 예측함.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 기회의 증가 및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정보의
신속한 보급으로 개인의 능력이 향상되면서 국제 사회와 정치
등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개인의 파워가
점점 부상할 것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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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이슈 분석과 기회 영역 제시하기

HOW
Lx(HxD) 모델을 통해서 휴먼 코드를 추출하고, 추출된 코드별 마켓 동향 및 적합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디자인
시그널 도출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CASE
현상

이슈
분석

발견

주체

이슈

수단

활동

스트레스 받는 도시인
직장인과 취준생

무기력증과
자살률 증가

에너지 충전
디자인

요리하기, 운동하기,
집꾸미기 등 취미 지원

[ 스마트홈 디자인과 연관성 기준으로 추출 ]
인간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가치, 개개인에게 행복을 제공할 수 있는 코드 추출
HUMAN CODE 01
[ 활력을 제공하라 ]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과 취업 준비 및 아르바이트로 지친 취준생들의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며 무기력증이 늘고 있다. 이러한 피로와 무기력증으로 소진된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한
공간으로 집이 재평가되고 있다. 집에서의 다양한 취미 활동, 셀프인테리어 및 홈퍼니싱, 홈트레이닝과
요리하기, DIY 활동 등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한다.
기회
영역
제시

마켓 동향
·스몰 럭셔리 제공

·가정 내 활동 지원_홈트레이닝, 홈 메이킹, 홈퍼니싱

·하비큐레이션

·집밥 지속적 수요 증가_반조리 음식, 밀 키트, 간편한 조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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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이슈
분석

발견

주체

이슈

수단

디지털 사회에서
슬로우 라이프를
선호하는 현대인

휘게라이프
디지털 디톡스

일상 탈출과 함께
소소한 행복 추구

활동
슬로우 라이프 :
차 마시기, 캔들 켜기,
여행, 홈가드닝, 테라피

[ 스마트홈 디자인과 연관성 기준으로 추출 ]
인간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가치, 개개인에게 행복을 제공할 수 있는 코드 추출
HUMAN CODE 02
[ 휘게라이프를 제공하라 ]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더 이상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긴장감을 풀며,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휘게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휘게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과 마케팅,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들의 정신적인 치유와
신체적인 휴식을 전하고자 한다.
마켓 동향
소소한 행복 지원 / ·도심 속 휴식 공간과 아이템(짧은 시간에 휴식 지원) ·휘겔리케이션
기회
영역

·릴렉스 지원: 수면 지원과 테라피 아이템 ·공유 집밥 플랫폼 ·홈가드닝 용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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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이슈 분석과 기회 영역 제시하기

HOW
Lx(HxD) 모델을 통해서 휴먼 코드를 추출하고, 추출된 코드별 마켓 동향 및 적합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디자인
시그널 도출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CASE
현상

이슈
분석

발견

주체

이슈

수단

실버 세대
노약자

고령화
웰다잉

독립적인 생활 :
건강지원, 소셜 로봇,
장애 없는 주택

활동
누군가의 도움 없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을 영위

[ 스마트홈 디자인과 연관성 기준으로 추출 ]
인간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가치, 개개인에게 행복을 제공할 수 있는 코드 추출
HUMAN CODE 03
[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라 ]
미래 초고령사회의 자립적인 일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신체 지원, 건강 예방과 관리, 주거환경,
사회참여 등의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존 실버 세대들의 개념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해석하여
변화된 그들의 관심과 활동들을 반영한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기회
영역
제시

마켓 동향
·노년층 독립적인 생활 지원_식생활과 주거 공간 지원
·노년층 여가 활동 지원

·안티에이징, 웰다잉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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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이슈
분석

발견

주체

이슈

수단

활동

1인 가구
소규모 가구

간편한 식생활
안전 및 보안

가사 노동 지원, 에너
지 절감, 공간 활용 등
실용 가치

자발적인 소비생활,
자유로운 여가생활

[ 스마트홈 디자인과 연관성 기준으로 추출 ]
인간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가치, 개개인에게 행복을 제공할 수 있는 코드 추출
HUMAN CODE 04
[ 실용가치를 제공하라 ]
1인 가구와 소규모 가구들은 가사 노동 절감, 간편하지만 스타일리시한 식사와 배달 서비스,
공간 활용이 용이한 가구와 주거 공간, 소형 가전, 활력을 제공하는 취미 활동, 안전과 보안 용품,
반려 동물 관리 용품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마켓 동향
·1인 가구 간편식과 조리 지원 가전 제품
·소포장과 소량, 소형 및 멀티 디자인
기회
영역
제시

·미니멀 가변형 주거 공간

·1인 가구 보안과 안전 가치 확대
커져가는 국내 간편식 시장 (단위=원)
2011

1조1,067억

2012

1조3,427억

2013

1조5,796억

2014

1조5,387억

2015

1조6,720억
*자료=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1인가구 여성, 좀 더 안전한 주거환경과 주택 희망

38.2%

25.1%

23.6%

주택가
방범활동강화

골목길
CCTV확대

개인주택
보안장치지원

안전한 주거권 확보위해 원하는 정책지원방안
-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2. '서울시 비혼여성1인가구 정책지원방안'
조사대상: 서울시 25-49세 여성1인 가구 5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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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연구에서는 인간 생활 (가정 생활 / 건강 생활 / 일과 여가생활)과 디자인 산업 (의 / 식 / 주 / 전자 / 운송)
이라는 두가지 축으로 구성된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 단계를 통해 산업별로 분류된 유의미한 사례들을
그룹핑하여 스마트홈 미래 비전 코드 키워드를 개발함. 산업별로 4~6가지의 디자인 시드가 도출 되었으며 23개의
스마트홈 디자인 시그널이 도출되었음.
인간 생활 X 디자인 트렌드 관점 디자인 시그널
신체 기능과
활동 보조하기

신체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기

꼭 필요한 신체 정보
쉽게 제공하기

가사노동
줄이기

쉽고 즐겁게
요리하기

건강하게,
스타일리쉬하게 먹기
(간편식 포함)

안전하게
보관하기

편안하게
뒤처리 하기
(애완동물 식사 고려)

안전하게 살기

최적의 환경에서
힐링 충전하기

혼자 잘 살기

효율적으로
형태 변형 시키기

기술로
기계적 요소 숨기기
자연적 요소 드러내기

에너지 활용
자급자족하기

신 에너지
쉽게 충전하기

가사노동
절감하기

언제 어디서나
건강 체크하고
셀프 관리

혼자 삶
도와주기

안전 걱정하지
않고 살기
(하나로 해결)

연결성 높인
운송기기

1인
이동기기

약자를 도와주는
운송기기

개인 용도 운송
맞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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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에서는 메가코드 환경 하에, Lx(HxD) 모델을 통해서 인간 생활을 구성하는 가정 생활, 건강 생활,
일과 여가 생활을 중심으로 휴먼 코드를 추출함. 현상에 따른 주체와 이슈를 분석하여 소비자군을 도출하고,
인간 생활에서 발견된 수단과 활동을 통해서 주요 마켓 산업에 대한 키워드를 도출하였음.

01. 활력을 제공하라

02. 휘게라이프를 제공하라
현상

현상
주체

이슈
무기력증과
자살률 증가

스트레스 받는 도시인
직장인과 취준생

주체

이슈

빠른 디지털 사회에서
슬로우 라이프를 선호
하는 현대인

휘게라이프
스타일

발견

발견
수단

활동

수단

활동

에너지
충전

요리하기, 운동하기,
집꾸미기, TV보기 선호

일상 탈출과 함께
소소한 행복 추구

슬로우 라이프 :
차마시기, 캔들 켜기,
여행, 홈가드닝, 테라피

HUMAN
CODE
03.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라

04. 실용가치를 제공하라
현상

현상
주체

이슈

주체

이슈

실버 세대
노약자

고령화
웰다잉

1인 가구, 맞벌이,
소규모 가구

자유로운 생활, 심리적
안정, 안전 및 보안

발견

발견
수단

활동

누군가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생활,
건강지원, 소셜 로봇,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을 영위
장애 없는 주택

수단

활동

가사 노동 지원, 에너지 자발적인 소비생활,
절감, 공간 활용 등
자유로운 여가생활
실용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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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휴먼 코드는 인간을 중심으로 둘러싼 사회,기술, 경제, 사회, 문화 등 외적인 환경과 이머징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여 미래에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도출함. 그들의 관심사, 욕구, 활동, 가치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
하고 있는지 디자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유의미한 긍·부정적 니즈의 원인을 살펴보고, 발생 가능성과 지속력,
마켓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코드를 제시함.
HOW
1

2

3

경제경영 연구기관, 트렌
드기관에서 발표하는
소비 트렌드 분석

이슈가 되고 있는 소비 주체(People), 관심
공간(Space), 시간(Time), 수단(Tool),
사건(Event)을 생활별로 키워드 분석

인간 생활 별
가치관의 변화와
관심 대상 파악

6

5

4

뉴비지니스 & 마케팅
& 프로모션 사례
취합 및 분석

인간 생활 관련 통계분석,
인포그라피, 빅데이터
자료 리서치

인간 활동의 특징: 일과 교육, 여가,
건강 생활별 관련 활동, 이동의 목
적과 수단의 변화 추이 파악

WHERE
·통계청 http://kostat.go.kr
·한국디자인진흥원 http://www.designdb.com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Havard Business Review https://hbr.org
·http://www.ted.com
·http://www.mckinseyquarterly.com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http://www.kistep.re.kr

·https://trends.google.com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http://www.businessweek.com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http://www.forbes.com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http://www.nytimes.com

·포스코경영연구소 http://www.posri.re.kr

·http://trendwatching.com

·http://www.springwise.com
·KT경제경영연구소 http://www.digieco.co.kr
·The Economic World 세계경제포럼 http://www.worldeconomics.com ·http://www.fastcompany.com
·World Future Society 세계미래학회 http://www.worldfuture.org ·http://www.trendhunter.com
·MIT Technology Review http://www.technologyre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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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인간 생활에 영향을 끼칠 메가 코드, 사용자의 긍·부정적인 인식을 극대화하거나 해결해줄
휴먼 코드와의 통합적 관점에서 디자인 컨셉 방향 정보를 제공함. 구성에 있어 디자인 시그널과 모듈은 상품
기획 컨셉 방향에 해당되며, 디자인 시드는 구체적인 시각화와 마케팅 전략에 필요한 형태, CMF, UX/UI,
서비스 아이디어를 위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함.

디자인 코드 구성과 방법

디자인 코드

디자인 시그널

미래 디자인 제공 가치

디자인 제공 세부 가치(컨셉)

구성
디자인 모듈

디자인 시드

디자인 개발 방향(컨셉)

디자인 세부 개발 방향

+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트렌드 분석 기법인 시나리오 기법, TAIDA 기법, 메가 코드의 거시 환경을 분석한 SDTEE 모델을
통해 추출한 미래 시나리오, 트렌드, 거시 환경들과 스마트홈과의 접점에서 미래 나타날 가능성을 예측하여 분석함.

Lx(HxD) 모델

SDTEE 모델

분석
방법
시나리오 기법

T.A.I.D.A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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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건강 생활, 일과 여가 생활에서 디자인 접점의 동인을 발견하여 인간 중심 디자인 코드를 제시함.
Lx(HxD) 모델의 세부구성 및 분석방법에 있어 인간생활 섹션 분류는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심리학, 경영학,
디자인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간생활/라이프스타일 분류구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구성함. 디자인
(의/식/주/전자/운송)의 주요 산업이 포함된 섹션으로 스마트홈 디자인 개발 방향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인간,
상품, 거시 환경을 분석하며 디자인 코드를 제안함.

SDTEE 모델

SDTEE 기법

시나리오 기법

G
LO

Y

EC

ON

EC O LO

SO

GY

D EM

O G R APH Y

T.A.I.D.A 기법

행복

일&

활

식

송
운

불행
주

운송

행복
가치

행복

의

전자

인간
생활

가생활
여

·Tracking
·Analyze
·Move form
·Create
·Identity a
Trends,
Intentions to
changes in
and try out
Uncertainties positive goal strategic
action
the business
·What is a
& Conse
context
alternatives ·What are
·Look
desired and ·Shape
-quences
the most
·Why does
possible
powerful
backward,
robust
solution
it mean?
moves, the
forward
strategies
·Vision
·Focus
·Shape,Make first steps?
Inward&
·Concretized
outward
Decide
·Open mind

주

Acting

식

불행

Deciding

의

운송

자
전

식

A

주

Analyzing Imagining

D

의

I

불행
행복

Tracking

A

가정생활

T

Lx(HxD) 모델 기법

건강생

분
석
방
법

O
Y

Y
C I ET

O
HN

Lx(HxD) 모델

M

TE
C

DESIGN CODE

디자
인

융합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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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기획 프로세스에 있어 디자인 컨셉 개발 관련 연구 영역의 틀 설정 구조도는 다음과 같고, 디자인 코드 추출 과정
에서 이슈 분석 시 그 내용을 감안하여 도출함.

PRODUCT

진화

산업 분석

정의

3C

마켓

CONSUMER

시장 성장성

COMPANY

마켓 상품
세그멘테이션

COMPETITOR

변수
ENVIRONMENT
PEOPLE
PRODUCT

제품 수명 시기

상품의
정의

연관 상품의
진화 모습

소비자
가치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통한 상품 포지셔닝

제품
수명 시기

출시
예상 시기
컨셉 적정성

경쟁사 상품과
자사 상품 분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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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코드 도출하기

WHAT

HOW
설정한 틀 안에서 동인을 포착하고, 핵심결정요인을 기준으로 추출하여. 시그널을 제시하며 유사한 시그널을
그룹핑하여 디자인 코드를 완성함. 코드별로 디자인 컨셉에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모듈을 작성하고, 디자인을
구성하는 형태, CMF, UX, UI, 등 요소별 특징을 제시하여 컨셉 시각화 자료로 활용함.
1

2

3

4

5

동인
발견하기

동인
추출하기

동인 그룹핑과
디자인 시그널
제시하기

디자인 시그널
그룹핑과 디자인
코드 도출하기

디자인 모듈과
시드 제시_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

DRIVE
TRACKING

>

DRIVE
FILTERING

>

DRIVE
GROUPING

동인 발견

>

DESIGN
CODE

>

DESIGN
MODULE

>

DESIGN
SEED

동인 추출

소형화

에너지 절약
가족개념 변화

가성비

DESIGN
SIGNAL

1인 가구 소비지출의 확대

네트워크 가족
개인형 소비

기후변화 가속화

낮은 출산율
스마트 시티

세계 이산화 탄소 배출 증가

도시화 인구집중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

실용성

일코노믹

전략자원 부족

물부족

도시 집중화

스마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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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년도에서 제시한 디자인 코드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디자인 컨셉 시각화에 활용됨.

DESIGN
CODE

DESIGN
SIGNAL

DESIGN
MODULE

DESIGN
SEED

1

2

3

4

미래 디자인
제공 가치

디자인 제공
세부 가치
: 컨셉 방향

디자인 개발 방향
: 외관, UX, UI, 기능,
기술, 서비스 등 제시

디자인 세부 개발 방향
: 형태, 인터페이스,
CMF

1 DESIGN CODE
2 DESIGN SIGNAL
3 DESIGN MODULE

4 DESIGN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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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코드(DESIGN CODE)는 마켓 성공률을 높이고 미래 사용자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연관 디자인 베스트
사례 중 디자인에 영향 주는 동인(動因)을 발견하고, 기술동향, 형태, CMF,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포인트를 추출함.
디자인 코드

+ 활력을 더하라

디자인
시그널

홈 트레이닝 지원으로
활력 제공

홈 메이커 지원으로
활력 제공

신체 보조로
독립적인 생활 지원

디자인
모듈

스포츠 활동을 몰입할 수
있는 가상현실(AR/VR)

가정에서 쉽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홈쿠킹 도구

탈부착이 간편한
신체 보조 기기

디자인
시드

A-2,
B-2, B-5,
C-2, C-4

A-3, A-5, B-3
B-4, B-5,
C-5

A-1, A-2, B-3
B-4, B-5,
C-5

디자인 시드
A-1

A-2

A-3

A-4

A-5

웨어러블 가능한

플렉서블한

공간과 조화로운

회전이 가능한

변형이 가능한

B-1

B-2

B-3

B-4

B-5

컬러변형이 가능한

통기성이 좋은

가벼운

친근한 형태

미니멀한 표면

C-1

C-2

C-3

C-4

C-5

컨트롤이 쉬운

홀로그램으로
높은 몰입도

라이팅 시그널

자동 센서
자세 교정

안전한 사용성

FROM

CMF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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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동인 발견하기

HOW
메가 코드, 휴먼 코드, 이머징 디자인 트렌드 사례에서 동인을 발견하여 기회 영역을 제시함.

DRIVE
TRACKING
INDEX

동인 포착
WHERE

MEGA
CODE
HUMAN
CODE
DESIGN
CODE

HOW

WHAT

EXHIBITION
COMPANY
BLOG

주
EXPERT
인간

AWARDS

DATA
INFOGRAPHICS
BIGDATA

운송

전자
인간
의

식

FASHION
& ACCESSORY
FOOD

DESIGN SIGNAL

DESIGN MODULE
DESIGN CODE

HOUSING
& ARCHITECTURE
PRODUCT
& SERVICE

DESIGN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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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DE FLOW

DRIVE
TRACKING
INDEX
MEGA CODE
HUMAN CODE
EMERGING DESIGN TREND
FASHION & ACCESSORY
동인
포착

FOOD
HOUSING & ARCHITECTURE
PRODUCT & SERVICE

핵심결정요인

동인
추출

동인
그룹핑*

디자인
시그널

디자인
시그널
그룹핑

DESIGN
CODE
01

DESIGN
CODE
02

DESIGN
CODE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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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동인 발견하기

HOW
포착된 디자인 동인들을 필터링 기준에 따라 추출함

PEOPLE

PLACE

PLACE

PRODUCT

PRODUCT
ENVIRONMENT

핵심 결정 요인_동인 추출 기준(변수)

구분

MEGA
CODE

ENVIRONMENT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거시 환경

1. 사회 2. 인구 3. 기술
4. 경제 5. 환경

HUMAN
CODE

PEOPLE

타겟 고객과
사용자

1. 상품 기획 타겟 고객
2. 사용자

DESIGN
CODE

PRODUCT

상품기획 대상

1. 유사 상품 2. 경쟁 상품
3. 대체 상품 4. 공백 상품

PLACE

사용 공간
마켓_판매 공간

1. 마켓_시장 규모 및 성장성
2. 사회_수용성 변화
3. 회사_국내외 경쟁사
4. 국가_국내외 관련 규제 및 정책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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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미세먼지

개인형 소비

홈시큐리티 시스템

고령화

주방의 복합생활 공간으로 진화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

스마트 키친
노케미(No-chemi)족

취향의 다양화

실속형

도시화 인구집중

자동화

인공지능(AI)
친환경

개인형 소비

사이버 테러, 해킹

소비의 가치 이동

소형화

웰리스 케어

환경위협

스마트화

발암물질
체크슈머(Check+Consumer)

가사노동을 줄여라

일코노믹

실용성

에너지 절약

개인중심

안전의식 증가

저출산

위생관념 강화

1인 가구 소비지출의 확대

네트워크 가족

동인
발견

여성의 사회진출

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만성폐질환

범죄율 증가

스마트 시티

맞벌이 가구

유해환경을 없애라

동인
추출과
시그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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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이슈 분석하기

HOW
이슈 분석의 핵심은 마켓 성공률 여부에 근거하여 그 일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있고, 상품 출시 시기를
고려하여 재점검하는 과정을 거쳐 제시함.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트렌드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생성, 성숙, 가속화,
둔화' 관점에서 이슈를 분석하고, 마켓 관점에서 가치를 도출하여 컨셉 방향에 활용함

CASE

±

CODE

± 유지하라.
편안함
휘게(Hygee)

편리함 보다 편안함,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라.
휘게(Hygee) 라이프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라.

인간 중심 스마트 기술, 캄테크(Calm-Tech), 히든 테크(Hidden Tech), 소음 차단,
맞춤 감각 능력(시력, 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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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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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부터 미니멀리즘은 모더니즘을 대체하면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버리고,감성주의, 초현실주의,
젠스타일, 기능주의 등과 결합하면서 디자인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주도해왔다. 2010년 전후 파괴적인 기술 트렌드의
영향으로 복잡한 기능에 반하여 최소한의 요소만을 담아내고, 사용자의 시간, 행위, 에너지를 절감해주는 가치를
제공하며 미니멀리즘은 진화해왔다.
원터치 버튼 및 모션·음성인식과 같은 스마트 컨트롤, 히든과 익스텐션, 변형, 팝업, 합체, 모듈 형태의 제품이
인테리어 요소와 결합되면서 심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며 개발되고 있다. 2030에는 불필요한 요소들이
인간 중심으로 필터링 되면서 이러한 기술들이 숨은 모습으로 사람과 사물 그리고 환경과의 연결성으로 자동
인식되는 스마트 리빙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예측해본다.

미니멀+기능주의

MINUS-ESSENCE

NEO-MINIMALISM

마이너스에센스

미니멀
+바이오미믹

미니멀_
에너지 최소화

(BIOMIMIC)

모듈.합체 멀티 기능
MINIMAL+ORGANISM

미니멀_

미니멀+소재
(소재 일체형)

시간 최소화

2010

2011

최소한의
구성요소

2000
시각적으로 미니멀 구현

2013

2012

오가닉
형태

최소 시간으로
화장

2014

생체
모방형

2015

올인원
All-In-One

미니멀+소재
(소재 일체형)

2018

2016

소재로
미니멀

행위
최소화

2005
감성적으로 미니멀 구현

에너지
최소화

2018
숨은 기술로 미니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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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990년대 후반 IMF를 겪고, 사회적으로 Well-being, Wellness,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Healing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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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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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유기농, 건강식

자가
주사

2018

2015

LOHAS

HEALING

WELLNESS
육체적+정신적 건강
(Wellbeing+Fitness)

LUXURY WELLBEING
식(食), 고급문화

2000

2010

2002

고급 휘트니스센터
명상, 요가, 스파

2003

WELL-LOOKING
대중화,다양화

공기청정기, 비데, 가습기
프리미엄 신건강가전

안티에이징

건강약자 공기청정기 건강대체식품 약복용시간 건강 상태
지원
알림
체크

2016

2015

휘게 HYGGE 건강약자지원 환경푸드포비아

2005

2004

2014

2006

HYGGE

LOHAS
사회적 웰빙

2007

공기
청정기

OXYZEN BAR

2013

HEALING 힐링

INDIVIDUAL
HEALING

2012

신종플루
대응상품

2011

GREEN
LUXIST

2009

2008

웰빙차음료
저도수 소주

제습기·
에어워셔
등 웰빙가전

ECO MANIAC
환경위기의식

자전거

2010

GREEN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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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코드 활용하기

WHAT

HOW
디자인 코드는 기본적으로 디자인 컨셉에 필요한 트렌드 변화 방향, 연관 베스트 상품 사례, 주요 키워드 등의
정보를 제공함. 디자인 코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슈들의 영향력과 트렌드 주기 유형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1

2

3

4

트렌드 주기 유형 파악
① 진입
② 지속~상승
③ 상승
④ 지속~소멸
⑤ 지속 유지

지속 기간 예측
:상품 출시 시기 고려

변화/진화 포인트 예측
① 가치 측면
② 주체 측면
③ 상품 측면

이슈 확대 해석

CASE

이슈 "건강 예방과 관리"

1

트렌드 주기 유형_지속 상승.

2

이슈 지속 기간_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3

변화/진화 포인트
과거 건강은 전문 의료 기관에서 질병 치료와 음식 섭취를 통해 지키려 했다면 10여년 전부터 일상 생활에서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나만을 위한 건강 기기를 통해 예방 관리를 하고 있음. 건강 가치는 신체 약자 뿐만 아니라
정신 약자까지 지원하는 디자인으로 활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가장 주목해야할 주체는 실버 세대로 신체,
기억, 약자이면서 기기 컨트롤 미숙자로 치료, 예방, 관리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으로써 웰다잉(Well-Dying) 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함. 한편, 디지털 사회에서 감각 약자들도 주목해야함.
스마트폰, 소음, 등으로 감각 기능이 약해진 주체들에 관심을 갖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디자인도 주목해야함.
디자인은 외관상 소재의 경량화와 함께 패션·인테리어 소품화되면서 신체 밀착과 공간 일원화되는 가치,
쉽고 편리한 인터페이스, 개인 맞춤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짐.

4

이슈확대 해석
건강 관리 수단은 부착<착용<삽입의 형태로 진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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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메가 코드와 휴먼 코드와의 연관성을 가진 디자인 사례 중 미래 발생 가능성과 지속력, 마켓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추출하고 그룹핑하여 디자인 코드를 제시함.

HOW
1. 의, 식, 주, 전자, 운송 디자인 산업별 새롭게 업데이트된 사례 수집
2. 디자인 관련 통계분석, 인포그라피, 빅데이터 자료 리서치
3. 메가 코드와 휴먼 코드와 연관성 있는 디자인 동인을 추출하고 이슈 분석

WHERE
·http://www.yankodesign.com
·http://www.trendhunter.com
·http://www.designboom.com
·http://www.designflux.co.kr
·http://www.coolhunting.com
·http://www.dazeddigital.com
·http://www.wallpaper.com
·http://www.dezeen.com
·http://www.inhabitat.com
·http://www.fredrikfarg.com
·http://www.psfk.com
·http://www.dailytonic.com
·http://www.diseno-art.com
·http://adsoftheworld.com
·http://www.londondigitalweek.com
·http://www.thecoolhunter.net
·http://www.trendhunter.com
·http://www.yatzer.com
·http://popupcity.net
·http://www.archdaily.com
·http://coolboom.net
·http://www.architizer.com

·http://www.springwise.com
·http://www.psfk.com
·http://www.designflux.co.kr
·http://www.fastcompany.com
·http://www.ted.com
·http://trendwatching.com
·http://www.samsungdesign.net
·http://jungle.co.kr
·http://www.trendbird.co.kr
·http://nunofmiranda.com
·http://www.mckinseyquarterly.com/home.aspx
·http://www.core77.com
·http://www.creativereview.co.uk/subjects/digital
·http://illusion.scene360.com
·http://unfuture.org
·http://www.springwise.com
·http://trendsupdates.com
·www.ted.com
·http://www.dezeen.com
·http://www.contemporist.com
·http://www.decodir.com
·http://bigthink.com

·http://www.trendhunter.com
·http://www.designboom.com
·http://www.designflux.co.kr
·http://www.core77.com
·http://www.designnews.co.kr/lounge
·http://www.coolhunting.com
·http://www.teague.com/blog
·http://www.thecoolhunter.net
·http://designcollector.net
·http://www.creativereview.co.uk
·http://www.todayandtomorrow.net
·http://www.ypsilon2.com/blog/en
·http://www.walyou.com/blog
·http://www.beautifullife.info
·http://www.yankodesign.com
·http://www.digitaltrends.com
·http://techcrunch.com
·http://www.telegraph.co.uk/technology
·http://www.buzz-beast.com
·http://gizmodo.com
·http://engadget.com
·http://www.tuvi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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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VISION CODE는 ①메가 코드 ② 휴먼 코드 ③디자인 코드로 구성되어 상품 기획 시 고려해야할 거시 환경,
소비자, 디자인 기회 영역을 도출하여 컨셉 방향성을 제시함.

FUTUREVISION CODE 구성과 방법

MEGA CODE

HUMAN CODE
미래 사용자 가치

미래 거시 환경

구성
DESIGN CODE

FUTURE VISION CODE

미래 디자인 개발 방향

미래 시장 가치 제시

+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트렌드 분석 기법인 시나리오 기법, T.A.I.D.A 기법, 메가 코드의 거시 환경을 분석한 SDTEE 모델을
통해 추출한 미래 시나리오, 트렌드, 거시 환경들과 스마트홈과의 접점에서 미래 나타날 가능성을 예측하여 분석함.

Lx(HxD) 모델

SDTEE 모델

분석
방법
시나리오 기법

T.A.I.D.A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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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FUTURE VISION CODE 도출하기

HOW
MEGA CODE, HUMAN CODE, DESIGN CODE들의 상호 연관성을 마켓 영향 중요성과 미래 발생 가능성 기준에서
상품 기획 목적에 부합하는 코드 순위를 도출하여 빅픽처를 제시함.

1

2

3

4

5

(MEGACODE)
*(HUMAN CODE)
*(DESIGN CODE)
매핑

VISION CODE
GROUPING

FUTURE VISION CODE
MATRIX 작성하기

비전 코드 활용
방향 제시

미래 비전 코드를
스토리와 비주얼화
작업으로 빅픽처를
제시함.

(MEGA CODE) X (HUMAN CODE) X (DESIGN CODE)

SOCIETY

FUTUREVISION CODE

여가
생활

DEMOGRAPHY

TECHNOLOGY

건강
생활

ECONOMY
가정
생활
ECOLOGY

행복 불행
요인 요인

이슈 분석 결과에 따라
데스크리서치 사례들과
매칭, 재배열하여
콘텐츠 구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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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VISION CODE" 는 'SDTEE Matrix, Lx(HxD) MODEL MATRIX, T,A,I,D,A 기법, 시나리오 기법 등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프레임 구조 하에 미래비전코드에 영향을 주는 동인과 이슈의 비중을 결정하여 가치 도출함.

FUTURE VISION CODE FRAME

SDTEE Model
Matrix

Lx(HxD) MODEL
MATRIX

T.A.I.D.A
기법

SDTEE Factor
Related

Finding
Drive

Finding
Drive

시나리오
기법

Filtering
Drive

Factor Value

VALUE
Grouping
Issues

SDTEE Impact
Weight
SDTEE
Analysis

DESIGN
Signal

SCENARIO

DESIGN
Module
DESIGN
Seeds

MEGA
CODE

HUMAN
CODE

DESIGN
CODE

FUTURE
VISION CODE

PART02. 트렌드 따라잡기_FUTURE VISION CODE

WHAT

퓨처 비전 코드 구성 항목 작성하기

HOW
'Lx(HxD) 방법을 활용하여 인간생활 가치와 디자인 코드별 베스트 사례들을 매칭하면서 '~한 거시적 환경 속에서
인간은 ~한 가치를 제공해주는 디자인을 요구한다.' 라는 코드 영향 분석을 함.
코드 영향 분석: 메가 코드, 휴먼 코드, 디자인 코드 관계 속에서 상호 영향 분석 과정을 거쳐 연관 구조를 매핑하여
가치를 도출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미래 예측을 구체화함. 퓨처 비전 코드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고, 표 작성을
통해 시나리오 근간을 마련함.

내용

구분
제목

퓨처비전코드 제목

목적

퓨처비전코드 목적

마켓 대상 지역

대상 상품 타겟 마켓

대상 분야

상품 관련 산업

대상 주체

핵심 사용자

범위

시간 축
동인
미래 발생 가능
내용

도출 코드

예측 시기
미래 기획 대상(관심)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변화 동인들
미래 발생 가능성과 중요도가 높은 코드
구성 항목 내용을 포함한 코드 내용 작성 (시나리오에 해당)

비전코드 방법론
및 프로세스

미래비전코드 작성 시 적용된 방법론과 프로세스 작성

시사점 및 전략

미래비전코드의 이슈와 전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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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코드 매핑하기

HOW
메가 코드, 휴먼 코드, 디자인 코드 관계 속에서 상호 영향 분석을 통해 연관 구조를 매핑하여 가치를 도출하는 객관적인
미래 예측을 구체화함.(코드 영향 분석) 인간생활 가치와 디자인 코드별 베스트 사례들과의 관계 속에서 ' Lx(HxD) 코드 매핑
과정을' 통해 '~한 거시적 환경 속에서 인간은 ~한 가치를 제공해주는 디자인을 요구한다.' 라는 코드 영향 분석을 함.
CASE
LIFE X DESIGN MAPPING
가정생활

건강생활

일&여가

DESIGN CODE

FUTURE VISION CODE

미래 스마트홈 디자인 코드 제시

미래 스마트홈 비전 코드 제시

M*MEGA CODE, H* HUMAN CODE, D* DESIG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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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코드 매핑하기_Lx(HxD) 활용하여 통합적 관계 분석

X

1. 메가 코드와 휴먼 코드 기반 디자인 코드를 매칭시킴.
2. 미래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을 점검하여 재검증함
3. 디자인이 제공할 가치를 확대 해석함.

메가 코드
2030 60세 이상 전체
인구 30% 육박

휴먼 코드
X

디자인 코드
X

X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독립적인 생활 지원 요구
·감각 약자를 위한
건강한 청력 유지 요구

빛으로 시그널을 전달하는 초인종 디자인으로 청력 약자들이 독립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함.
· 약자도 정상인처럼 생활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디자인
· 약한 청력, 시력 지원 디자인
· 약자가 편리·편안하게 컨트롤 가능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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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퓨처비전코드 추출하기

HOW
코드 매핑을 통해 추출된 사례들을 아래 체크 포인트 중심으로 재점검하여 마켓 영향력과 미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함.
새롭게 발견되는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지, 소멸할 것인지, 그 에너지를 분석하여 미래 진화·발전된 모습을
예측하고 활용함.

CHECK

ｖ 메가 코드 이슈와 연관성 있는지 체크하기
ｖ 휴먼 코드와 연관성 있는지 체크하기
ｖ 새롭게 발견되는 사례인지, 과거 5년 이상 유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점검하기
또는 지속 상승 발견되었는지, 노출 빈도가 감소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ｖ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사례 진화 포인트를 파악함.
ｖ 마켓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평가함.
ｖ 미래 발생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함.

CASE
2030 FUTURE VISION CODE MATRIX_SMART HOME
HIGH

실용가치를
더하라

편안한 가치를
제공하라

가사 노동을 줄여라
유해환경을 없애라
DEGREE OF
IMPACT ON
MARKET

LOW

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휘게라이프로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라

DEGREE OF CERTAINTY

활력을 더하라
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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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MAPPING_ 코드 영향 분석
MEGA CODE

HUMAN CODE
활력을
제공하라

01.

SOCIETY

DESIGN CODE
활력을 더하라

+

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CODE

실용가치를 더하라
DEMOGRAPHY

휘게(HYGGE)
라이프를 제공하라

02.

ZERO
CODE

TECHNOLOGY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라

03.

편안함, 최고의 가치

±

휘게라이프(HYGGE)
가사노동을 줄여라

ECONOMY
04.

ECOLOGY

불필요한 것을 없애라

CODE

실용가치를
제공하라

유해환경을 줄여라

·활용_비전 코드를 그룹핑하여 상품 기획 컨셉에 활용함

미래 비전 코드 제시

가사 노동을
대신해 주는
알아서 나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4
3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몰두할 수
있는

1

2

여유를
제공 하는

5

하기 싫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6
7

8

원하는
대로 알아서
변화하는

9

스스로 관리
기능하게
도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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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비전 코드는 상품 기획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 비전과 전략을 도출한 컨텐츠로 대상의 목적과
마켓에 따라 단기에서 장기까지 다양한 시간 축을 고려하여 시나리오와 비주얼 작업으로 빅픽처를 제시
하여 이해도를 높임.

CASE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은 '집' 이라는 공간을 재조명하고 있다. 스마트 홈의 경제 주체는 지금까지
'자녀를 둔 부부' 가 중심이었다면 2020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형태의 1인 가구로 중심 축이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2030년으로 가면서 그 영향력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체 약자, 미병인을 타겟으로 건강 생활을 지원하는
의, 식, 주의 필수 아이템과 온디멘드 서비스와의 결합 상품은 마켓에 적지 않은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 이동 수단과
가전 제품의 혁신, 노매드(Nomad) 트렌드로 새로운 공간 구성과 가구의 조합이 필요하고, 다양한 보조 기기 제품의
이동, 변형, 멀티, 모듈 기능의 요구는 새로운 디자인 상품으로 연결될 것이다. '건강, 안심, 안정, 편리' 등의 인플루언스는
스마트홈 마켓 성장률을 견인하는 기본 가치로 디자인 비전 코드의 기저로 활용되었다. 스마트 홈 발전의 속도를
촉진하는 기술로 구현되는 8개의 디자인 코드들의 확실성의 정도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아래 매트릭스로 제시
해보았다. 매트릭스에 표시한 코드는 스마트홈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상대적인 확률에 의거해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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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Design Module_아이디어 개발과 컨셉 방향 제시에 활용
DESIGN MODULE 01
휘게 (HYGGE) / 자연과 소통으로 휘게(HYGGE)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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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Seeds_디자인 컨셉 세부 방향 제시에 활용
형태(shape) 01

볼륨감 있는, 유기적인

신체에 부착하는 패치 형태, 간편하게 탈착이 간편한

신체 맞춤 악세서리 형태

인터페이스(interface) 01
자동으로 인식하는

칼라(Color) & 소재(material) & 마감처리(Finishing)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컬러

통기성이 좋은, 신체 일부와 같은,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PART02. 트렌드 따라잡기_FUTURE VISION CODE

디자인 코드는
장기적으로 인간 생활에 영향을 끼칠 메가 코드,
사용자의 긍·부정적인 인식을 통하여 동인을 추출한 휴먼 코드와의
통합적 관점에서 디자인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PART

03

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하기 : SUG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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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FUTURE VISION CODE 4.0

PART 3. 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하기: SUG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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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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3

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하기 : SUG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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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CODE
플러스(+) 디자인 코드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기존의
디자인에 가치를 더해줌으로써 실용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제안해주고 있다. 자신의 건강과 컨디션을 모니터
링하여 최상의 상태로 관리해주는 디자인, 메이커(maker)들의 다양한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디자인, 타인
의 도움 없이 스스로 편리하게 홈메이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디자인 키트, 새로운 가족의 형태
로 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과 반려로봇과의 관리와 관계를 지원하는 디자인, 그리고 2030 미래의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 중 하나인 셰어하우스에서 보여지는 유연한 공간 구성과 실용가치를 만족시켜주는 주거 컨셉
등 건강, 감성, 실용가치를 더해주는 디자인들이 보여지고 있다.

활력을 더하라

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실용가치를 더하라

DESIGN CODE 01

고독사

소셜네트워크

나만의 공간

동인
발견

경기 침체

요리하는 것에 관심도

작은사치

운동부족

소셜 네트워크

가치소비

외로움 자율주행 기술
건강에 대한 관심

실버케어

퍼스널 관리

건강 관심

네코노믹스

웰에징

펫미족(Pet=ME)

새로운 경험

활력을 더하라

인공지능(AI)

소소한 행복

멀티공간 활용
디지털 노마드족

무장애 환경

정서적 안정

친환경

1인 가구

AR기술

스마트 디바이스의 성장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인 맞춤 비서

취미활동

시간부족

노령화

고령화

지친노동

여가생활, 자기관리

맞벌이 가구

셀프 인테리어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집안으로 회기

스트레스

스포츠활동의 대중화

스마트 기기의 융합

액티브시니어

돌보미(Sitter) 서비스 수요 증가

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실용가치를 더하라

동인
추출과
시그널
제시

DRIVE
TRACKING

DRIVE
FILTERING

DRIVE
GROUPING

DESIGN
SIGNAL

DESIGN
CODE

DESIGN
MODULE

DESIGN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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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DE 01

+ CODE

+ 더하라.
긍정적인 움직임을 지원하여 활력을 제공하라.

활력

반려 동물과 개인 맞춤 로봇으로 제2의 가족을 더하라.

새로운 가족

기술로 유연성과 이동성을 더하여 개인 맞춤 하라.

실용 가치

홈트레이닝, 홈메이커(스스로 요리하기, 셀프 인테리어, 옷만들기, 가구 조립하기)
신체 보조, 스마트 건강 정보
반려 동물_놀아주기, 건강 상태 모니터링하기, 식사, 용변 처리하기, 소통하기
로봇_동반자·개인 비서·간병인 역할하기, 건강 관리하기 등
융합, 합체, 모듈, 히든, 변형, 폴딩, 확장하기

VALUE

Energy, Boost, Convenience, Care, Flexibility, Mobility

FUNCTION

KEY
WORDS

Connective
Simple & easy
Intelligent
VR
Extension
Real-time
Detachable
Movable
All-in-one
Fashionable
Fit to space
Wearable

Hologram
Flexible
Voice Recognition
Motion Recognition
Hybrid
Transformable

VISUAL

VALUE

One-Unit Intelligent
Intuitive
Simple&Slim
Emotion
Minimal
Friendly
Lightweight
Soft Touch

Personal
Customized
Safety
Comfort
Practical
Ergonomic
Experience
Efficiency
Interactive
Utility
Connection
Demand-On

DESIGN CODE 01

MARKET ISSUE
'홈루덴스 HOMELUDENS', '인도어 제너레이션 INDOOR GENERATION'
집으로의 회기, 집안에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주목하라.
'집' 이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 집은 자산을 불려주는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가장 높게 평가 받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휴식공간과 외부에서 소진된 에너지를 재충전해주는 역할로 재조명되고 있다. 집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홈루덴스(Homeludens)' 라고 불리고 있으며 집이 더 이상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
하는 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로서 변화되며 주목받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 기업인 마크로밀엠브레인이
2015년 말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집'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1.9%가 집에 가만히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56.9%는 사회적 불안감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서 집안에서의
생활과 실내에서 힐링을 하는 모습들을 공유하는 일상들이 낯설지 않게 보여지고 있으며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들 까지도 집순이, 집돌이 성향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적 불안감, 치열한
경쟁구도,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누구도 방해 받지 않는 자신만의 사유 공간인 '집' 이라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위로 받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싶다는 본능적 욕구로 보여지고 있다.
SNS에서의 집순이·집돌이 언급량

집순이·집돌이에 관련된 SNS 반응

187,990건
좋다

655건

577건

좋아하다

466건

귀찮다
10,210건

위험하다

2013

127건

2016
SOURCE｜ 다음소프트

SOURCE｜ 다음소프트

집에 대한 인식
01

02

03

04

89.5%

81.9%

77.1%

75.2%

집에서도 커피 한잔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집에 가만히 있을때가
가장 마음이

집에서도 술 한잔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만들고 싶다.

편하다.

만들고 싶다.

것들이 충분히 많다.

SOURCE｜2015년,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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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ISSUE
'건강이 모든 것이다' HEALTH IS EVERYTHING
상반기 온라인 소비 트렌드는 '건강'
장기적인 경제 불황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국
만 13~64세,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 소비자 행태 조사' 에 따르면 불황에 순응, 복종하는 유형이
59%를 차지했지만 건강에 대해서 만큼은 여전히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한 지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몸이 재산' 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자신을 위한 소비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분석이다.
과거 건강은 전문 의료 기관에서 질병 치료와 음식 섭취를 통해 지키려 했다면 10여년 전부터 일상 생활에서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육체적·정신적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 건강 가치는 신체 약자뿐만 아니라 정신 약자
까지 지원하는 디자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장 주목해야 할 주체는 실버 세대로 신체, 기억, 약자
이면서 기기 컨트롤 미숙자로 치료, 예방, 관리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웰다잉(Well-Dying) 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디지털 사회에서 스마트폰, 소음 등으로 감각 기능이
약해진 다양한 연령대의 주체들도 관심을 갖고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디자인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디자인은 외관상 소재의 경량화와 함께 패션·인테리어 소품화되면서 신체 밀착과 공간 일원화되는 가치,
쉽고 편리한 인터페이스, 개인 맞춤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를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HEALTH TREND

CJ 오쇼핑
"올해 글로벌 상품 키워드는 건강&미용"

'SAFETY'
안전한 제품

S
'SPECIALIZATION'
맞춤형 제품

3S
S

S
'SMART'
똑똑한 건강기능식품

CJ오쇼핑, 올해 상반기 해외 홈쇼핑서 팔린 7개국 한국상품 트렌드 분석
건강·미용 관련 중기상품 판매비중 크게늘어…한류 영향도 한몫
아이디어와 기술 갖춘 중기상품 환영… "해외시장 진출기회 언제든 열려 있어요"

SOURCE｜SINGLELIST

SOURCE｜CJ 오쇼핑

2030 핵심 건강 생활의 주제
컨트롤/관리약자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쉬운 컨트롤 조작과 인터페이스

감각 약자

디지털 세대들의 청력, 시력 저하 감각 기능을 유해한 습관을 교정해주고,
유해환경요소를 차단해주는 디자인

기억 약자

치매나 파키슨 등 기억 약자 예방을 위한 기기 디자인

신체 약자

근육, 관절을 보조하는, 보행을 도와주는, 자세를 교정해주는 등 신체 기능을
보조하는 디자인

미병인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반(半) 건강 상태인 미병(未病)인을 위한 디자인

DESIGN CODE 01

집안에서 스스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홈트에 주목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5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에 따르면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시간
부족' 과 '지출 부담' 을 언급한 응답자가 각 62.7%, 26.8%를 차지하였다. 최근에는 홈트족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요가매트, 스트레칭 밴드, 짐볼, 덤벨 등 간편한 운동기구부터 폼롤러, 벤치프레스, 문틀 철봉 등 웨이트
트레이닝이 가능한 전문 운동기구의 판매량도 함께 급증했다. SSG 닷컴에 따르면 홈트레이닝 매출 신장률이
1월 50%, 2월 43%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환경적인 영향이 있던 4월(49%) 5월(40%)
가량 증가 하였으며 또한 CJ 올리브 영에서는 지난 1월 한 달간 매출을 분석한 결과 헬스, 자세교정 관련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105% 상승을 보이고 있다.
홈트레이닝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작년 한 해 동안 홈트레이닝이 언급된 약 12만여
건의 게시글을 감정 분석한 결과, 긍정 게시글의 비중이 부정 게시글 보다 4배나 높게 나타났다. 사람들은 홈트레이닝을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가꿔나가는 즐거운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홈 트레이닝' 이용자 중
성별로는 남성의 비중이 9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대 별로는
20대의 비중이 41%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10대의 비중도 35%로
높게 나타났다. 일부 4~50대 이용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모바일 앱을 통해 홈트레이닝을 하는 연령층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헬스장, 홈트레이닝 게시글 수 추이 비교

# 헬스장

'홈 트레이닝' 이용자 성/ 연령 별 비중(%)

# 홈트레이닝
91%

41%
35%

+23%

+77%

+41%

15'

16'

15%

+157%

17'

15'

16'

17'

SOURCE｜Nielsen Buzzword

남자

9%
여자

6%
10대

20대

30대

40대

3%
50대

SOURCE｜Nielsen Online Panel Data, 2017년 12월 순이용자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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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ISSUE
펫팸족 넘어
펫미족이 뜬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2012년 17.9%, 2015년 21.8%(457만 가구), 2017년 28.1%(593만 가구)로 네 집
가운데 한 집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SOURCE｜2017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시장규모가 2020년 5조 8,000억원으로 예상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기존의 '펫팸족' (Pet+Family)을
넘어 '펫미족' (Pet=Me)이 등장하며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것을 넘어 자신처럼 아끼면서 고급 소비재 구입도
망설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 관련 소비를 아끼지 않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편의점에서도 반려동물용품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편의점 CU에 따르면 관련 매출 신장률은 2015년 30.3%에서 지난해 55.4%로 껑충
뛰었다.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것을 미루지 않고 조금 비싸더라도 즉각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SOURCE｜경향비즈 재구성)
한층 다양해진 반려동물 서비스
분야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

주요내용과 업체

펫택시

보호자 동승 없이 동물만 탑승도 가능 ('펫미업', '펫타요' 등)

차량용 반려동물 용품

신차 출시 때 같이 선보여(기아차 '튜온펫')

전문 컨설팅

동물 종류와 생애주기별 상품 추천 (롯데백화점 '집사')

도그워커

숙련된 전문가가 같이 산책 ('폴랑폴랑'·'우프' 등)

원스톱 케어

병원·미용실·호텔·유치원이 한 곳에 (이마트 '몰리스펫샵')

5조
8100억원
1조
4300억원

1조
8000억원

2014

2015

2020

SOURCE｜농협경제연구소의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

전용 보험과 장례상품

온라인 회원제로 이용 (CJ몰 '올펫클럽' 예정)

외출시 케어

CCTV와 사물인터넷(IoT)으로 실시간 관찰 (LG유플러스 '반려동물IoT')

이색가전제품

동물 털 관리 전용 공기청정기 등 (위닉스·신일산업 등)

SOURCE｜업계종합

'펫러닝'_반려견 교육
'펫셔리'_반려견용 럭셔리 상품 및 서비스
'펫부심'_반려견에 대한 적극적인 애정표현과 자랑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P

프리미엄 동물
먹거리 시장

반려동물
전문보험

반려동물
전문 펫샵

반려동물을 위한
도그TV

반려동물
전용택시

*펫팸족: 펫(PET : 애완동물)과 패밀리(FAMILY : 가족)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DESIGN CODE 01

또 하나의 가족,
지능형 개인 로봇이 일상 돌아오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드마켓(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전 세계 지능형 로봇시장
은 2020년까지 연평균 19.22%로 성장해 그 규
모가 78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자동차, 건
설 등 제조업과 전문화된 산업분야를 포함해
노인 지원, 엔터테인먼트, 청소 등 개인 서비
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
며 미래 가정 생활에서 제2의 가족, 친구 처
럼 긴밀히 연결되어 필수 아이템으로 정착할
것이다.

대분류

중분류
가사지원 로봇
교육용 로봇

개인서비스용
로봇

세계 로봇산업 시장 전망
180

(단위:억달러)

개인 서비스 로봇
전문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

150
120
90
60
30
0

2003

2008

2012

2016

2020

SOURCE｜Market and markets

대표제품 및 기술
실내 청소용 로봇, 잔디깎기 로봇 등
저연령 교육용 로봇, 에듀테인먼트용 로봇등

엔터테인먼트 로봇

애완용 로봇, 댄스로봇 등

기타개인서비스용
로봇

헬스케어 로봇, 휴머노이드, 스포츠 지원 로봇,
자능형 보행보조 로봇 등

SOURCE｜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서비스용 로봇 2015-16년 판매량 및 2017-2020년 전망
2015

2016

2016/2015

2017

2017/2016

2018-2020

개

개

%

개

%

개

개인/가정용 로봇

5,430,398

6,735,556

24%

8,602,980

28%

42,939,770

가사 도움 로봇

5,430,398

6,735,556

24%

8,602,980

28%

42,939,770

629

828

32%

1,300

57%

8,900

3,599,101

4,497,460

25%

5,878,400

31%

31,600,000

-잔디 예초 로봇

103,762

126,300

22%

148,500

18%

640,000

-수영장 청소 로봇

24,533

30,000

22%

37,500

25%

150,000

종류

-반려 로봇/조수/휴머노이드
-로봇 청소기

SOURCE｜글로벌 로봇산업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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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ISSUE
개인 맞춤 건강 기기 진화를 거듭한다.
"PERSONAL HEALTHCARE"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개인 헬스케어 시장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대표적인
상품인 스마트 밴드의 대중화로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지속해서 발전할 것이며 2020년에는 약 2억
1,000만 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2016년 기준으로 1억 대를 돌파하였고 그 중 스마트 밴드가 약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Millions

GLOBAL WEARABLES SHIPMENT FORECAST, BY DEVICE

2016 Market share of wearable device(IDC)
200

Smartwatches

180

Fitness Bands And Other Activity Trackers

140

FITBIT
22%

120

Charge II

160

Rest Of Wearables Market

XIOMI
15.4%
Mi band II

100
80
60
20

GARMIN
5.9%

0

Vivosmart HR+

40

2013

2014

2015

2016E

2017E

2018E

2019E

2020E

2021E

SAMSUNG
4.3%
Gearfit II

SOURCE｜IDC BI INTELLIGENCE ESTIMATES

ITEM
USER
NEED

THE DETAILS
·Price range
THE DETAILS
·Healthcare diagnostic performance
·Daily activities/Number of steps function
·Real-time heart rate check function

avg.
3.5625
AVG.
3.8437
3.7500
3.3237

·Momentum recording and analysis function
·Sleep pattern analysis and sleep monitoring function
·Phone and message vibration alert
·The value and reputation of a brand (company)

4.2187
3.5937
3.8437
3.3125

USER NEED

·Continued product support and service

4.0625

FUNCTION
SPECIFICATIONS

·GPS function
·Product durability
·Weight of the product
·Waterproof everyday life
·Long-term battery
·Whether or not the battery is replaced

3.3750
4.1562
3.8125
4.3437
4.4687
3.4375

·Product interface design

4.1250

NAVIGATION
DESIGN

·Convenience of product operation
·Connection with Smartphone

4.2812
4.3437

DESIGN OF
SENSORY
ASPECTS

·The Fit of the product
·LCD size of the product
·Exterior design of the product
·Use in everyday life Value as a tool
·Review of other buyers

4.2500
3.0000
4.2500
3.8750
3.8437

INTERFACE DESIGN

REASON OF WHY NOT BUY SMART BAND
WHY NOT BUY

RESPONES

The price range of the product.

5

I do not feel the need for a smart band.

24

I am not interested in health care.

3

It should be wom continuously on the wrist

8

The appearance of the product is not good.

6

It is not worth compared to other accessories
(watches, bracelets, etc..)

5

Product interface design is bad

2

Have to use it after connecting with a smartphone.

1

It's not perfact waterproof

1

In need of a continuous charging.

5

There are not many satisfactory functions

5

There is no confidence in product performance.

1

Etc.

2

DESIGN CODE 01

실용 가치는 마켓을 주도하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한다.
2030 미래는 복잡한 생활 환경 속에서 효율성을 최대화한 1인 가구, 셰어하우스, 재택근무에 관한 관심이 지
속되고 있다.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살리며 쓸모없는 공간이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에 따
라 모듈, 멀티, 가변형, 팝업 방식과 음성 또는 모션 인식, 센서 기술 등을 구현하여 실용적인 삶을 제공한다.

Be an Outsider at Work
팝업 아웃도어 오피스, 벽면을 유압펌프를 통해 막힌 공간을
오픈하여 넓은 공간으로 활용.

디지털 노마드들이 함께 여행하고 일하며 지내는
'해커 파라다이스' SOURCE｜www.hackerparadise.org

글로벌 생체인식 시장 전망 2015~2024
Millions
North America

$16,000

Europe

$14,000

Asia Pacific
Latin America

$12,000

Middle East and Africa
$10,000
$8,000
$6,000
$4,000

공항이나 국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콤팩트한
크기의 홍채 인식 및 얼굴 인식 시스템.

$2,00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SOURCE｜'Tascent InSight One'_www.red-do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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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ISSUE
퍼스널 모빌리티,
미래를 달린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의 모든 기능을 연결시키는 '초연결'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고
공급 중심에서 이용자의 이동 목적과 교통상황 그리고 상호 연계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이동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규모는 2020년에 1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직립 탑승형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2015년 약 0.4조 원 규모에서 2030년 26조 원까지 성장 할 것으로 예상한다. (SOURCE｜일본의 후지경제)
2020년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수요는 약 50만 대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용자 수는 3,500만명
수준으로 전망한다. (SOURCE｜Frost&Sullivan)
이동수단

CanguRo

ILY-A

구분

이동거리

복지형 PM

근거리

적립식 PM

근·중거리

전기자전거

중·단거리

바이크 PM

중·장거리

Micro-car

중·장거리

Intercity
Train

장거리

BMW Personal Mover Concept

DESIGN COD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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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DE 01
활력을 더하라
플러스(+) 디자인 코드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3가지 디자인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 그 중 디자인 시그널 '활력을 더하라'는 자신의 건강과 컨디션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주는 개인 맞춤
스마트 디자인, 원하는 시간에 경제적 부담 없이 집에서 쉽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관련 제품과
다양한 메이커(maker) 활동을 지원해주는 안전하고, 간편한 디자인을 중심으로 구현될 것이다.

·신체 보조로
활력 제공

·재미 요소로
활력 제공

·개인 맞춤
건강관리

·홈트레이닝
지원
·홈메이커
지원

활력을
더하라

PLUS
CODE
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반려 동물을
위한 스마트 관리

·가족 지킴이
지능형 로봇

실용가치를
더하라
·사용자 중심
유연성

·퍼스널 모빌리티

+ CODE_활력을 더하라

+ CODE
활력을 더하라 _개인 맞춤 건강 관리로 활력 제공
U band

Health Tag

개인 코칭을 지원해주는 작은 클립 형태의 피트니스
디바이스. U band 전용 앱을 통해 바른 자세를 알려주
며 코어, 골반의 360도 회전각을 측정해줌. 사용자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칼로리 소모량, 물 섭취 등을 모니
터링해주며 피트니스 트래킹을 구현 해줌.

패브릭으로 된 소형 스티커 형상의 헬스 트래커. 주로 속옷 안쪽
에 붙여 사용하며 사용자의 활동시간, 칼로리 소모량, 걸음 수,
심박수, 스트레스 정도, 수면의 질 등을 모니터링 하여 실시간 분
석해줌. 피부 자극 없는 소재로 착용감이 편하고 내구성이 좋아
세탁 시 제거할 필요가 없으며 한번 붙이면 약 1년 반 동안 사용
가능.

SOURCE｜kickstarter.com

SOURCE｜cliocapei.com

Respa
운동 중 호흡 변화를 측정해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버튼과 같은 작은 사이즈로 간단히 옷에 부착하여 사용.
알고리즘 센서가 호흡 패턴과 비율을 분석하여 준비 운동, 훈련, 소진 단계로 구분하여 올바른 호흡을 통해 운동
할 수 있도록 코칭 해줌. 요가 호흡법, 일반 운동용 Fitness 2.0 호흡법, 코치용 호흡법 버전이 있으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

SOURCE｜indiegogo.com

125

2030
FUTURE VISION CODE 4.0

PART 3. 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하기: SUGGEST

+ CODE
활력을 더하라 _개인 맞춤 건강 관리로 활력 제공
Grace

GoBe 2

갱년기 여성들은 폐경이 시작되면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한, 심박수 상승, 호흡곤란, 피부
붉어짐 등이 발생함. 여성들의 이러한 신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웨어러블 팔찌로 센서를 자동화된 냉
각장치와 연결해 사용자가 체온 증가를 인식하기 전
홍조를 완화시킬 수 있게 해줌.

밴드 뒷면에 삽입된 특수 센서가 피부를 통해 체내 포도당
증감을 측정함. 데이터 측정을 통해 사용자의 하루 소모
칼로리, 이동거리, 심박 상태, 스트레스 및 수분 측정 분석,
식단 조절 등에 도움을 주며 수면상태 모니터링으로 수면에
질을 높여줌.

SOURCE｜peterastbury.com

SOURCE｜healbe.com

Aifloo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능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 팔목에 착용하는 방식으로 센
서와 인공지능을 통해 사용자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해주며 실시간 클라우드로 전송하여 관리함. 생활 속에서 낙상 사
고, 수면, 식사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가족이나 간병인에게 알려주며 1년간 유지되는 배터리로 별도의 관리 없이 편리
하게 사용이 가능.

SOURCE｜aifloo.com

+ CODE_활력을 더하라

Edge

Arion

수영 고글 스트랩에 간편히 장착할 수 있는 수영 계측
기능의 웨어러블 기기. 사용자 생체 인식, 관성 센서
등을 이용하여 수영 거리, 소모된 칼로리 수치, 카덴스,
스트로크 수, 벽 차기 수, 심장 박동 수치 등 모니터링
이 가능. 알고리즘이 수영에 맞추어 있으며 전문 수영
선수, 일반인 모두에게 활용 가능.

일상생활에서 걷거나 달릴 때 코칭을 지원해주는 웨어러블
트래커. 압력센서가 달린 신발 깔창을 착용하고 스마트 트레이닝
팟을 신발 옆 부분에 고정하면 신발 밑창 부분에 센서가 발바닥의
압력 정보를 감지하여 모바일로 사용자 심박수, 속도, 거리,
지속 시간, 주행력, 회전량, 수직 움직임 등 정보를 전달해
최적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

SOURCE｜wareable.com

SOURCE｜arion.run

RUNVI
사용자가 바른 자세와 효과적인 동작으로 걷기, 달리기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개인 코칭 스마트 깔창. 폴리우레탄
경량 소재로 제작되어 있으며 쿠션 사이에 압력 센서가 내장됨. 총 30개 첨단 압력 센서와 2개의 가속도계가
양쪽 발 깔창에 들어 있음. 압력센서는 달리는 동안 움직임과 속도를 모니터링해주며 알맞은 속도, 힘 조절,
자세 교정, 부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SOURCE｜runvi.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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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활력을 더하라 _개인 맞춤 건강 관리로 활력 제공
Smart Clothes

TICKER FIT

심전도와 심장박동 측정이 가능한 시스템 의류. 별도
디바이스의 부착 없이 의류에 센서가 탑재되어 실시간
건강 상태 측정과 데이터 관리가 가능. 건강 이상 시
에는 모바일폰을 통한 경고 및 미리 설정해둔 의료기관,
가족, 친구 등에게 현재 상태에 대한 알람을 보내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러너, 피트니스 애호가 등을 위한 웨어러블
심박 모니터 기기. 암밴드 형식으로 팔에 착용하며 정확도가 매우
높음. 운동 시에 탈 부착이 용이하며 12g 정도로 가볍고 외관상
으로는 전원 버튼만 보이는 미니멀한 디자인.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를 연동하여 칼로리와 운동량을 체크할 수 있음.

SOURCE｜ kickstarter.com

SOURCE｜wahoofitness.com

Siren Diabetic Socks
센서를 이용하여 환자의 발 온도를 측정해 감염과 궤양 초기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당뇨 양말. 염증이 생기면
온도가 올라가는 특징을 이용하여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면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 앱이나 사이렌 플러그를
통하여 위험 신호를 받을 수 있음. CES 2018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여받았으며 당뇨병성 발 궤양 예방에 도움을 줌.

SOURCE｜idsa.org

+ CODE_활력을 더하라

TytoHome
집에서 손쉽게 기본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원격 의료 솔루션. 터치스크린이 내장된 기기 후면에 장치를 결합
하여 기본 진찰을 할 수 있으며 귀, 코, 피부, 목, 심장, 체온 정보 등을 감지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음. 분석된 데이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캡쳐되어 의료기관에 전달할 수 있음.

SOURCE｜tytocare.com

AIM
자율 주행 원격진료소. 인공지능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용자 스스로 자가진단과 건강검진 솔루션이 가능하도록
지원. 의사의 정밀진단 필요 시 원격으로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체중, 호흡, 신체 자세 측정과 신체
장기를 촬영할 수 있는 X-ray 장비까지 갖춤. 앱을 통하여 호출을 하면 자율주행으로 진료를 원하는 장소로 찾아옴.

SOURCE｜dezeen.com

129

2030
FUTURE VISION CODE 4.0

PART 3. 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하기: SUGGEST

+ CODE
활력을 더하라 _개인 맞춤 건강 관리로 활력 제공
Dab Ecg holter patch
가슴에 붙여서 심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기록하는 패치 형태의 휴대용 기기.
혁신적인 기술로 의료기기 크기를 최소화하여 작고 접착력과 착용감이 좋아 사용하기 편하고 재사용이 가능함.

SOURCE｜ competition.adesignaward.com

New Wearable Sensor Detects Stress Hormone in Sweat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땀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의 분비량을 측정하는 패치.
피부에 부착하면 착용 감지 센서가 땀을 빨아 들인 후 코티솔에만 결합하는 얇은 막(멤브레인)으로 덮인 보관소에
모이게 되고 모인 땀은 정서적, 신체적 스트레스의 객관적 척도에 사용됨.

SOURCE｜ gadgetsnow.com

+ CODE_활력을 더하라

Abilify MyCite

Pillsy

미국의 스타트업인 프로테우스 디지털 헬스와 일본의
오츠카 제약은 환자의 약물 복용 패턴과 복용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디지털 알약 시스템을 미국 식품의약청(FDA)
에 정식 승인받음. 이번 승인은 정신질환에 처방하는 약에
한정된 것으로 섭취할 수 있는 센서를 넣은 알약과 웨어러블
패치, 모바일 앱으로 구성됨. 패치를 통해 환자의 약물 복용
데이터를 저장하여 의사와 환자,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약물 관리가 가능함.

사용자에게 올바른 약 복용을 지원해주는 기기.
블루투스, 센서가 용기 뚜껑에 탑재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약통이 여닫힐 때마다 필시가 인식해
복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약통이 필요 이상으로 열고
닫히거나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알림을 통해 복용 여부를
전해줌.

SOURCE｜proteus.com

SOURCE｜pillsy.com

Care/of
나이, 성별, 신체적 특징, 라이프스타일, 면역력 증진 등의 설문조사를 통한 사용자 정보로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사용자 맞춤 방식으로 비타민을 받는 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섭취 시간에 맞추어 습관 형성과 복용하는 비타민
정보를 알 수 있음.

SOURCE｜ takecare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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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활력을 더하라 _신체보조로 활력 제공
Hero Arm
영국 기반의 스타트업 오픈 바이오닉(Open Bionics)에서 개발한 생체 의수 (Bionic Arm). 일반 의수와 달리 피부에
부착하는 센서를 통해 팔의 미세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해 의수를 제어하는 방식 . 히어로 암은 1Kg의 무게와 최대
8Kg 물건을 들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며 일반의수의 1/30 가격임.

SOURCE｜openbionics.com

Cyberdyne
사용자의 신경계를 사용해 자율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외골격 보행 로봇. 사용자 다리에 보행 로봇의 스트랩을
걸어주면 다리근육에 부착된 센서가 뇌가 근육으로 전달하는 생체 신호를 감지하여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SOURCE｜cyberdyne.jp

+ CODE_활력을 더하라

Rodem

3E-B18

뒤에서 손쉽게 탈 수 있는 방식의 로봇 기능을 더한 전동
휠체어. 다양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높이
조절 및 좁은 장소에서도 자유로운 회전이 가능.
스마트폰이나 조이스틱을 이용해 원격제어를 할 수
있으며 가정용 콘센트로 충전이 가능. 8시간 충전하여
이동속도는 최대 6km/h 임

장애인과 노인들이 이동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로봇
휠체어. 추가 장착을 통해 전동식 수하물 카트나 유모차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오르막이나 내리막길에서도
똑바로 수평을 유지할 수 있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좁은
통로나 인도에서 이동이 용이하며 회전 반경이 짧아 쉽게
방향 전환이 가능.

SOURCE｜tmsuk.co.jp

SOURCE｜openbionics.com

Hip Air

E-vone

프랑스 기반 Helite에서 제작한 노약자를 위한
에어백. 사람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닿는 시간이
평균 400ms인데 힙에어는 200ms안의 짧은
시간에 넘어지는 것을 인지하고 80ms안에 에어백
을 전개해주어 사고에 따른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음.

노약자를 위한 낙하 감지와 경고 기능을 갖춘 스마트 운동화.
120개국에서 통신할 수 있는 GMS, 위치 확인용 GPS, 운동
감지용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가 내장됨. 신발 밑창의 장치를
사용하여 착용자의 낙하 및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감지하며
올바른 움직임이 아닌 비상시에는 응급서비스센터로 메시지가
전송되며 지정된 연락처로 알림이 보내짐.

SOURCE｜senior.helite.com

SOURCE｜openbion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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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활력을 더하라 __재미 요소로 활력 제공
e-skin
이스킨은 팔, 가슴, 등 부위에 14개의 스트레인 센서가 부착된 무선 연결장치를 통해 6축 센서 및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통해 신체 움직임 분석 및 스포츠 활동을 데이터화해줌. 가상현실 속에서 온몸이 게임 컨트롤러가 되어
몰입감을 높여주며 정확한 자세 교정, 운동효과까지 증진시켜 줌. 내구성이 높아 10,000번 이상 옷을 늘려도
성능에 문제가 없음.

SOURCE｜kickstarter.com

Black Box VR
헤드셋과 웨어러블 모션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사용자 움직임을 추적하는 가상현실 피트니스 시스템. 가상현실
의 경기장에 들어가서 아바타를 통해 실제 속도, 힘, 지구력을 사용하여 트레이닝을 함. 각기 다른 레벨, 능력,
도전과제 등에 따라 사용자의 몸이 컨트롤러가 되는 게임방식의 프로그램

SOURCE｜blackbox-vr.com

+ CODE_활력을 더하라

Toio
일본 전자기업 소니에서 제작한 체험형 로봇 장난감 플랫폼 'Toio'.
절대 위치 센서와 고성능 모터가 내장되어있는 코어 큐브를 링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큐브끼리 싸우거나 퍼즐을
푸는 등 즐기면서 상상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높이는 놀이용 로봇.

SOURCE｜sony.net

Unlimited HandLite
세계 최초 가상현실 근육 컨트롤러. 근육 변위 광학 센서 장치를 팔에 착용하여 사용자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해 게임 속 촉감을 그대로 손에 전달하게 해주는 출력 방식. 인공지능 시스템이 근육 움직임을 학습
하여 손의 움직임을 정확히 감지하고 가상현실에서 몰입감을 높일 수 있음.

SOURCE｜unlimitedh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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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활력을 더하라 __홈트레이닝 지원으로 활력 제공
Trainerbot

Bot boxer

혼자서 상대가 필요한 운동을 하고 싶을 때 실제 파트
너와 하는 것처럼 상대 실력에 맞춤화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탁구 트레이닝 로봇. 모바일 앱
과 연동하여 단계 조정이 가능하며 공이 날아오는
속도, 각도 조절 등을 실력에 맞게 조절 가능.

사용자의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주는 로봇.
봇박서는 고정된 기존 샌드백과는 달리 사용자의 펀치의 방향과
속도 움직임에 따라 스스로 반응하며 움직임. 사용자 수준과 훈련
내용에 따라 세 가지 모드를 지원하며 프리 트레이닝 모드, 드릴
모드, 파이트 모드를 선택하여 연습이 가능.

SOURCE｜ trainerbot.com

SOURCE｜botboxer.com

Studio Bike Pro
스튜디오 바이크 프로(Studio Bike Pro)는 사이클경사도를 최대 20% 경사와 하강으로 선택 가능한 옵션을 통해
구동할 수 있으며 사용자 코칭 시스템으로 22인치 HD 스크린 영상을 보며 체계적인 피트니스 트레이닝을 수행
하게 해줌. 프랑스 사이클 경기인 투르드프랑스와 공식 협약된 제품으로 실제 투르드프랑스의 코스 지형이 반영
된 구글맵과 연동하여 원하는 코스 선택이 가능함.

SOURCE｜dezeen.com

+ CODE_활력을 더하라

Plankpad
코어운동인 플랭크 운동을 게임처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트니스 제품. 플랭크패드(Plankpad)는 스마트폰
앱과 태블릿에 연동되어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코칭을 받으며 초급, 중급,
상급자에 따른 맞춤 근력운동이 가능.

SOURCE｜ yankodesign.com

BUFF-UP
버프업(BUFF-UP)은 스노우 보드와 같은 외관으로 밸런스, 웨이트를 겸할 수 있는 실내 운동 기기. 벨런스 프레임, 밴드
커넥트 등의 모듈을 조합하여 푸쉬업, 플랭크, 스쿼트, 밴드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응용하며 확장 모듈을 이용한 보드게
임과 행글라이딩 등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음. 스마트폰 앱을 연동하여 사용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 받으며 코칭을 지원 받을 수 있음.

SOURCE｜wadi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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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활력을 더하라 __홈트레이닝 지원으로 활력 제공
Slim Tread

VHOOP

미니멀한 스타일의 피트니스 런닝 머신기. 140X63.5X13
cm의 크기로 사용 후 소파나 침대 아래 수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공간 차지를 하지 않아 필요 시 간편하게 사용 가능.
트레드밀 상단부분에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 스텝,
거리,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트레드밀 앞으로 갈수
록 속도가 빨라지고 뒤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방식.

가속센서가 내장되어 회전 방향, 회전 수, 속도 등을
측정해주는 스마트 훌라후프. 전용 앱과 연동되어 소모된
칼로리와 운동 시간 등을 모니터링하며 기록함. 숙련 후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무게 추를 삽입하여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으며 8개의 조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관절들을 연결, 분리할 수 있고 휴대가 용이 함.

SOURCE｜ slimtread.co.uk

SOURCE｜ vhoop.net

Hyfit
손목, 발목에 착용하여 팔, 다리, 가슴, 어깨, 코어 등 250여 개 근육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줌. 핵심기술인 저항
조절 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스스로 운동의 강도를 조절 할 수 있으며 손목밴드에는 모션센서와 심박센서가
장착되어 실시간 운동량을 측정해주며 무리한 운동 방지를 위해 심박수 및 호흡을 감지하며 소모된 칼로리
등을 측정 해줌

SOURCE｜hyfitgear.com

+ CODE_활력을 더하라

+ CODE
활력을 더하라 _홈메이커 지원으로 활력 제공
House One

ARrim ONE

주택 개선을 지원하는 미디어 브랜드 DIY 커뮤니티
하우스 원(House One). 이 커뮤니티는 주택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등을 위한 조언 및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주는 플랫폼으로서 DIY 가구 제작, 툴 사용법, 수리 개조,
페인팅, 청소, 선반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DIY 프로젝트와
컨텐츠 공유를 통해 직접 배울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음.

증강현실(AR)줄자를 스마트폰에 장착한 후 전용 앱과
연동하여 실행하면 실내 공간 및 사물의 크기를 쉽고
정확히 측정이 가능. 20미터 이내 사물의 측정이 가능
하며 한번 충전으로 천회 정도 사용 가능하며 1.5mm의
오차 범위의 정밀도를 나타냄.

SOURCE｜thisoldhouse.com

SOURCE｜thegadgetflow.com

Archisketch
인테리어 작업을 지원해주는 실내디자인 솔루션. 스마트폰에 끼워 사용 가능하며 기기에 장착된 레이저와 센서를
통해 공간을 측정하며 이것을 2D 및 3D 평면도 혹은 가상현실(VR)로 변경해 실내디자인 제작을 지원.
클라우드 기반을 통해 웹이나 스마트폰에서 자유롭게 가구, 벽지 등을 공간에 맞추어 설계 및 배치 가능함.
사용자와 사물 사이의 정확한 거리 측정이 가능하며 증강현실(AR) 기술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SOURCE｜kickstar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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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 to Build Furniture Joint
사용자의 창의력에 따라 가구를 만들거나 설치를 할 때 다양한 각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조인트로
모든 종류의 3차원 프린터로 인쇄가 가능하고 나사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

SOURCE｜ competition.adesignaward.com

Werkstück Edition Lounge Chair
가구 제작 방법을 알려주는 DIY 가구 워크스트룩 에디션 라운지 체어(Werkstuck Edition Lounge Chair). 가구 제작 준비에
필요한 작업 공간, 시간, 인원이 준비된 고객들은 홈페이지 방문 후 신청을 하면 가구 제작을 위한 PDF 작업지시서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필요한 재료를 구매하고 설명서를 보며 직접 조립하는 방식으로 나만의 가구를 완성할 수 있음.

SOURCE｜werkstueck-edition.com

+ CODE_활력을 더하라

TONITURE(Toy + Furniture)

SMARTIBOT KIT

과학상자에서 영감을 받은 조립가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개발을 위해 제작됨. 장난감과 가구가 결합된
형태로 아이들이 손쉽게 다룰 수 있는 크기와 무게로
보드와 철제 구조물로 구성됨. 스스로 다양한 모듈을
쌓고 결합하며 자신만의 가구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교육과 창의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음.

인공지능 기반의 판지형 로봇 키트. 사람, 자동차, 애완
동물 같은 다양한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탐지 시스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제공되는 판지를 이용해
취향과 원하는 형태로 제작이 가능. 디자인, 기계공학,
코딩, 전자공학 등이 결합된 방식으로 어린이, 어른
모두에게 창의적인 메이커 활동을 제공해줌.

SOURCE｜ground280.com

SOURCE｜dezeen.com

Stüda
이탈리아 스튜디오 나인(stidio nine)에서 2018 밀라노 디자인 위크 전시 목적으로 레고를 이용하여 가구를 꾸밀 수
있는 Stüda를 선보임. 취향에 따라 모듈형 가구에 레고를 붙일 수 있도록 가구 전체가 블록판으로 이루어짐.
실내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색상과 형상을 선택하여 꾸밀 수 있으며 아이들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

SOURCE｜ designbo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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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을 더하라 __홈메이커 지원으로 활력 제공
KAIAO LIGHT
카이아오 조명(KAIAO LIGHT) 키트는 총 12장의 고품질 종이로 커팅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제공된 램프 갓의
종이를 인쇄하여 직접 조립한 후 취향에 따라 채색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양한 램프 갓의 형상과 색상에 따라
인테리어에 신선함을 전해줌.

SOURCE｜ archilovers.com

Electric Paint Lamp Kit

PLAY

런던 기반의 스타트업인 Bare Conductive에서 공개한
메이커 방식의 종이 전구 세트. 전도성 잉크를 종이에
바른 후 잉크가 마르면 보드를 연결하여 보드 전원을 통해
전등 모양대로 접어주는 방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매우
간단함. 전원이 USB 단자로 되어 노트북, 휴대폰 충전기
와도 호환이 가능함.

영국의 디자이너인 스테판 존슨은 가구를 접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색상의 반죽-플레이를 공개함.
어린이 모델링 장난감인 플레이-도우(Play-Doh)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목재, 유리, 대리석, 금속 등
다양한 재료를 접착하는 데 사용함.

SOURCE｜ kickstarter.com

SOURCE｜stephenjohnsondesign.com

+ CODE_활력을 더하라

Yeehaw Wand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가지고 원하는 형상을 AR(증강현실) 또는 3D 화면을 통해 사용자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3D 프린터로 출력해줌.
이하우완드의 3D 오브젝트 제작을 위해서는 완드(지휘봉), 360도판, 완드 앱 3가지 디바이스가 필요함.

SOURCE｜ kickstarter.com

Glowforge

PICOLOR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첨가제로 사용하는 기존 3D 프린터가
아닌 원하는 재료를 가공 제작 할 수 있는 3D 레이저 커터
머신기. 정밀한 광선으로 나무, 펠트지, 섬유, 가죽, 아크릴,
금속 등의 다양한 소재를 레이저 커팅 에칭 등의 기법으로
제작이 가능함. 사용자가 원하는 소재를 프린터에 삽입 후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도안 혹은 직접 제작한 도안을
출력하면 완성됨.

아날로그 페인터들을 위한 디지털 색채 도구. 5가지 기본 색
잉크가 담겨 있으며 앱을 실행하여 원하는 색상을 선택
하면 기기에서 바로 색을 배합해 작은 용기에 담아 잉크
를 제작할 수 있음. 디지털 색상 코드인 CMYK 잉크를 조합
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색을 직관적으로 구분하기
편리하게 해주며 미리 선택한 색은 불러오기 기능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즉시 활용 가능할 수 있게 해줌.

SOURCE｜glowforge.com

SOURCE｜ kickstar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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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ce X

Spirugrow

작은 과일이나 채소, 견과류와 같은 식재료 준비를 할 때
사용자의 안전과 능률을 높여주기 위해 제작된 모듈형 도마.
두 개의 평면 컷팅 보드가 양쪽으로 조립되어 사용 후 분해하여
세척과 정리정돈이 편리함. 재활용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
나며 가볍고 작은 사이즈로 여행이나 출장 시 휴대가 용이함.

스피루리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슈퍼푸드로
선정된 우수한 영양소임. 스피루리나를 가정에서 직접
재배함으로써 비타민 손상 없이 이산화탄소 및 양분
을 제공해주며 조류 성장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며
다양한 재료와 함께 혼합해 섭취 가능하도록 제작된
홈메이드 기기.

SOURCE｜ kickstarter.com

SOURCE｜openbionics.com

Prepdeck Kitchen
한정된 주방공간에서 식 재료를 다듬고 분류하는 복잡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멀티 도마.
다듬은 재료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과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사용 후 접어서 수납이 가능하며 휴대가
용이함.

SOURCE｜yankodesign.com

+ CODE_활력을 더하라

HOPii

iBar

가정에서 크래프트 맥주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맥주기기. 올인원 방식으로 밀폐 용기에 재료를
본체에 넣은 후 양조법을 선택하고 맥주 발효
환경을 최적화하여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센서, 내장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압력, 내부 온도,
빛 등을 제어하면 4~7일 후 개인 맞춤 크래프트
맥주를 맛볼 수 있음.

개인맞춤 휴대용 칵테일 기기.12가지 음료를 섞을 수 있는 슬롯이
내장되어 있으며 1,000개가 넘는 칵테일 조리법 데이터 베이스가
탑재되어 취향에 따라 칵테일 제작이 가능. 원하는 칵테일을
선택해 버튼을 누르면 즉시 제작 가능하며 세척 버튼을 통해
자동세척 및 방수기능까지 완비. 휴대 가능하여 캠핑장, 해변 등
아웃도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스피커가 탑재되어
분위기에 맞춘 음악을 언제든 선곡 가능.

SOURCE｜kickstarter.com

SOURCE｜kickstarter.com

TasteTro Spice System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자가 직접 블렌딩할 수 있는 시스템기기. 미리 프로그래밍된 50여 가지
레시피가 저장되어 있어 취향에 따라 원하는 향신료를 추출해 음식에 사용할 수 있음. 블루투스와 RFID를 통해
향신료 제품을 늘리거나 새로운 레시피가 업데이트되면 저장하여 사용 가능함.

SOURCE｜tastet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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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MODULE 01
활력을 더하라
개인 맞춤 건강관리

신체건강과 운동습관에 대한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1:1 코칭으로 관리해주는 기능
바이오 센서 / 개인의 건강과 감정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올바른 건강습관을 도와주는 / 쉽게 부착하고 판독할 수 있는
직관적인 외형과 시각적 효과로 사용성을 구현하는

+ CODE_활력을 더하라

DESIGN MODULE 02
활력을 더하라
신체 보조로 활력 제공

탈 부착이 간편한 의료기기 디자인 / 신체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의료기기처럼 보이지 않는
노약자 / 장애인 대상으로 한 안전을 배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용자의 신체에 맞춤화되는 웨어러블 로봇기술 / 사용자의 안전을 배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타인의 도움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생활용품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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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MODULE 03
활력을 더하라
재미 요소로 활력 제공

스포츠활동과 결합된 시각적인 몰입감을 제공하는 가상현실(VR)
운동 시 부담 없이 착용 가능한 / 가상공간에 확장되는 디스플레이
놀이를 통해 즐겁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Gamification) 제품 또는 기기
놀이를 통한 학습 / 홀로그램으로 운동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DESIGN MODULE 04
활력을 더하라
홈트레이닝 지원

스포츠영역과 디지털이 믹스된 새로운 경험
즐겁게 건강생활(운동 스케쥴)을 스스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기기와 정확한 데이터로 피트니스 전문가 도움 없이도 운동관리가 가능한
시각적인 피드백이 매우 직관적인 / 공간 활용도 높은 홈트 기기

+ CODE_활력을 더하라

DESIGN MODULE 05
활력을 더하라
홈메이커 지원(홈인테리어)

전문화된 개인맞춤방식 / 초보자도 쉽게 구현 가능한(취미/ 메이커 방식)
맞춤 인테리어가 가능한 / 사용자가 모양과 컬러, 사이즈를 선택
누구든 손쉽게 제조에 참여 할 수 있는 오픈소스
이동, 합체, 변형의 모듈기법 / 기존 제품을 쉽게 리믹싱 해주는
DESIGN MODULE 05
활력을 더하라
홈메이커 지원(취미생활)

3D 프린터 / 모듈기법 / 개인의 아이디어와 조립방식에 따라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사용자가 제작에 참여하는 DIY 공법 / 제품 생산이 가능한 소형 기기 / 사용자 참여가 손쉬운
환경친화적인 / 개인의 아이디어와 조립방식에 따라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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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MODULE 05
활력을 더하라
홈메이커 지원(홈메이드)

사용자 맞춤 형태 및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 IOT 기술로 전문화된 개인맞춤방식의 홈메이드 기기
초보자도 쉽게 구현 가능 / 안전하고 즐거운 요리 경험을 제공해주는 유니버설 디자인
소셜네트워크 기능과 결합된 / 모바일과 연동되어 개인적인 라이프스타일까지 충족 시켜주는
사물인터넷 / 요리 만들기 경험을 지원해주는 / 전문가 수준의 디저트 제조 기기

+ CODE_활력을 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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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DE 01
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것을 넘어 자신처럼 아끼면서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들이 스마트 기술 및
서비스 디자인과 함께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반려동물의 건강, 식사, 수면, 운동, 놀이, 훈련 등 일상의
정보를 모니터링해 주어 반려동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일상 속 소소한 업무들을 도와주며 보조해주는 집사 로봇, 소통이 가능한 소셜 로봇, 엔터테인먼트 로봇 등은
가족 구성원들의 감정 상태와 취향을 파악하여 사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제2의 가족으로 진화하고 있다.

·신체 보조로
활력 제공

·재미 요소로
활력 제공

·개인 맞춤
건강관리

·홈트레이닝
지원
·홈메이커
지원

활력을
더하라

PLUS
CODE
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반려 동물을
위한 스마트 관리

·가족 지킴이
지능형 로봇

실용가치를
더하라
·사용자 중심
유연성

·퍼스널 모빌리티

+ CODE_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 CODE
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__반려동물을 위한 스마트 관리
Sheridan Residence
캐나다 건축회사 스튜디오AC에서 토론토에 있는 집을 합판 용적으로 개조해 공간 활용도를 높임. 합판을 사용해
생활공간, 주방, 계단, 옷장 등 공간 활용과 미적 효과를 높임. 특히 주방에 놓인 아일랜드 테이블 하단 공간을
활용하여 반려견의 집을 붙박이 형태로 만들어 제2의 가족이라는 심리적 안정을 제공함.

SOURCE｜architonic.com

LURVIG

The Dog House

스웨덴 가구 제조 기업 이케아(IKEA)의 디자인팀은
수의사와 함께 반려동물을 위한 컬렉션을 선보임.
동물의 일반적인 요구와 성격 유형을 고려하여 제작된
LURVIG은 반려동물의 침대, 쿠션, 고무 볼 등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면서도 미학적인 부분을 중시해 제작됨.
대부분이 기존 이케아 가구를 활용하여 변형, 통합시킨
것으로 내구성이 좋고 비용의 부담을 줄임.

장애가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집. 개들은 색 스펙트럼
에서 노란색, 파란색, 트랜지셔널 컬러(Transitional Color)
부분을 인식하는 것을 고려해 다채로운 색상과 미세한
빛의 반사를 만들어 부드럽고 편안함을 느끼게 함. 모든 공
간에 개의 관절 손상을 줄이기 위해 방수와 미끄럼 방지
코팅이 있는 특수 재료를 사용하고, 개 샤워실에는 개의
귀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음 완화 천을 사용함.

SOURCE｜designboom.com

SOURCE｜ arch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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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__반려동물을 위한 스마트 관리
Moxie
막시(Moxie)는 반려견과 반려인을 위한 스마트폰으로 반려견의 짖는 행동으로 주인에게 전화를 걸 수 있음.
외부에 있는 반려인은 반려견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사진으로 캡쳐하여 상황 확인이 가능함. 또한 반려견이
긴급하게 짖을 경우 개의 언어를 번역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하여 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
해줌. 막시(Moxie)는 1220mAh 배터리, LED, 마이크, 스피커, HD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음.

SOURCE｜kck.st/2FdXBua

RolliPet Smart Pet Feeder
롤리펫 스마트 펫 피더(RolliPet Smart Pet Feeder)는 반려인이 집을 비운 후 혼자 남게 되는 반려동물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먹이를 주고 주인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 시스템. 일반적인 기기와 다르게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반려인의 소리를 실시간 녹음하여 들려줄 수 있으며 모니터링으로 반려동물의 현재
상황과 집안을 확인할 수 있음.

SOURCE｜dezeen.com

+ CODE_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Puff-N-Fluff
반려견을 목욕 시킨 후 빠르고 편안하게 건조시킬 수 있는 반려견용 드라이기. 옷 입듯이 착용 후 사용하는 것
으로 안에서 따뜻한 바람이 반려견 주위로 순환하도록 하여 빠르고 편안한 건조가 가능함.

SOURCE｜ikea.com

Lawn Chair Pet Crate
캠핑이나 여행 시 반려견이 안전한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접이식 의자 밑에 방수 천과 메쉬 소재
로 된 반려견 상자. 반려 인과 함께 쉴 수 있는 구조로 반려 견에게 안정감을 주고, 이동 시 의자만 접어서 어깨
끈을 사용하므로 휴대하기 편함.

SOURCE｜ awesomestuff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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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__반려동물을 위한 스마트 관리
Cat VR ZOOS
호주 멜버른 기업에서 반려 고양이의 건강을 위한 세계 최초 가상현실 헤드셋 CAT VR ZOOS을 개발. 고양이 비만
예방과 건강 관리를 주요 목적으로 함. 반려 고양이가 가상현실(VR) 헤드셋을 착용하게 되면 야생의 환경과 같은
영상과 고양이가 좋아하는 이미지들을 보여줌으로써 움직임을 유도하게 하여 주로 실내생활을 하는 반려 고양이의
운동 부족을 해소시켜줄 수 있음.

SOURCE｜designboom.com

MIA

Petrics

주인이 외출하여 집안에 혼자 남게 된 반려동물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주는 동반자 로봇 미아
(MIA). 집안을 자유로이 다니며 반려동물에게 사료를
주거나 놀이를 유도하고 반려동물은 로봇을 따라다니
면서 운동량을 늘릴 수 있어 비만 문제도 개선 가능함.
반려인은 원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음.

반려동물을 위한 스마트 침대 펫트릭스(Petrics). 목걸이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장치는 반려동물의 체중, 휴식시간, 활동 수준 등의
신체 정보를 수집해줌. 또한 스마트 침대는 온도, 습도
등의 조절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쾌적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주며 반려동물의 수면 패턴을 모니터링해 전반
적인 건강 상태 체크가 가능함.

SOURCE｜ kolonyrobotic.com

SOURCE｜petrics.com

+ CODE_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Petpresso Smart Cat Care Device
페트프레소(Petpresso Smart Cat Care Device)는 반려묘를 위한 올인원 케어 서비스 시스템으로 반려인이 외부
어디에 있든지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여 전 세계 어디서나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반려묘의 식사시간에 맞추어 사료 및
수분을 제공해주며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음. 센서를 이용하여 반려묘의 식사와 물 양을 체크하여 기록해주며 건
강 상태 확인이 가능함.

SOURCE｜ pet-presso.com/en/home

HN-PC001

LavvieBot

반려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화장실.
고양이의 체중, 소변량, 소변 횟수 그리고 화장실에서
머무는 시간 등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분석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반려인의 스마트폰으로 경고 알림을
보내줌.

반려묘의 배설물을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로봇 화장실
라비봇(LavvieBot). 사물인터넷 기능과 센서가 탑재
되어 반려묘의 배설물이 가득 차거나 모래가 부족하게
될 경우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려줌. 고양이의 체중
식별을 통해 배설 정보 등을 알려주며 반려묘의 건강
관리를 지원해줌.

SOURCE｜ scollar.com

SOURCE｜ scoll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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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__가족 지킴이 지능형 로봇
Vector by Anki
미국 스타트업 안키(Anki)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벡터(Vector)'. 120도 HD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로봇 전면에
달린 IPS 패널을 통해 감정 표현이 가능하며 사람의 목소리와 터치로 제어할 수 있고,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사용자와 대화하는 등 각종 상호작용이 가능함

SOURCE｜anki.com

Aibo
1세대 아이보가 나온 지 18년이 지나 더욱 새롭게 출시된 7세대 반려로봇 아이보는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고
예민한 터치에 반응하며 실제 반려견 같은 생김새와 움직임을 구현함. 화상 인식 카메라와 머리와 턱에 위치한
센서, 사용자의 음성인식 분석을 통해 기분을 파악하며 친밀한 감정적인 소통까지 가능함. 아이보의 양손을 잡으며
움직이는 방식 및 놀이법을 학습시킬 수 있으며 체온 변화 등 신체적 징후를 감지함.

SOURCE｜ aibo.sony.jp

+ CODE_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Aeolus Robot
로봇회사 아이올로스 로봇이 라스베이거스 CES 2018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정용 로봇을 공개함. 12세 정도 아이의
평균 키와 몸무게를 갖추고 있으며 눈으로 다양한 표정과 표현이 가능함. 몸통, 팔, 이동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맞춤방식으로 학습 인지하여 그에 따른 다양한 집안일을 척척 수행해줌.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
로 제어가 가능하며 알렉사, 구글, 구글 홈 등 인공지능 어시스턴트와 연동해 스마트홈 시스템의 요소로 사용이 가능.

SOURCE｜ aeolusbot.com

Robotemi
이스라엘 로봇회사에서 개발한 가정용 개인 로봇 '티미'. 티미는 태블릿에 바퀴를 장착한 것 같은 형태로 3피트
높이에 10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으며 물건 운반이 가능한 트레이를 장착하고 있음. 얼굴 인식 시스템
으로 사용자를 구별하며 60여 개의 인공지능 센서로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자연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

SOURCE｜robo-team.com

159

2030
FUTURE VISION CODE 4.0

PART 3. 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하기: SUGGEST

+ CODE
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__가족 지킴이 지능형 로봇
Xperia Hello!
일본 전자회사 소니(Sony)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해주는 엑스페리아
헬로!(Xperia Hello!) 를 선보임. 엑스페리아 헬로우를 통해 아이들은 부모에게 문자 메세지나 음성,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으며 부재 시에 가족들이 영상을 남겨두면 엑스페리아 헬로우가 가족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미리 저장해놓은 메시지
를 전해주며. 뉴스, 교통정보, 날씨 등과 같은 일상의 생활 정보를 공유해줌.

SOURCE｜sony.jp

Sipro
스피로(Sipro)는 집안에서 아이들의 보호자이자 친구 역할을 해주는 가정용 로봇임. 판다가 연상되는 외관으로
마이크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아이의 목소리를 감지하고 어디에 있는지, 현재 상태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려줌.
코 부분은 프로젝터 역할을 하며 영화 등을 볼 수 있게 해주며 몸통은 온도센서가 탑재되어 실내 냉·난방과
공기 청정 기능으로 실내 공간의 최적 환경을 조성함. 몸통 부분에 액세서리를 추가 탑재하면 아이들을 위한 퍼스널
모빌리티로 활용 가능함.

SOURCE｜ behance.net

+ CODE_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My Special Aflac Duck

Fuuron

소아암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로봇 인형. 대화식 앱과
가슴 부위에 내장된 무선주파수 인식(RFID) 장치 감정 카드
인식을 통해 의사소통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춤을 추거나
안기는 등 다양한 모션 활동으로 아이들이 항암치료 과정
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덜어주며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해줌.

사용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목욕 환경을 제공해주는
스마트 목욕 로봇. 욕조 위에 로봇을 띄워 온도센서와
타이머를 통해 모니터링해주며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피부미용, 다이어트 모드 등의 설정이 가능. 특히,
고령자 입욕 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으로 문제
발생 시 가족, 친지들에게 경고 알림이 송신됨.

SOURCE｜ scollar.com

SOURCE｜hakuhodo.co.jp

MeyKo
프랑스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마이코(MeyKo)는 천식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케어 로봇임. 꾸준한 약물 복용과
치료가 필요한 천식이 있는 아이의 생활 리듬에 따라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인터랙티브형 로봇.
아이가 치료를 잘 받고 올바른 약 복용을 할 경우 웃는 표정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약 복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는 슬픈표정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교감을 통하여 아이가 로봇을 잘 돌봐주기 위해 질병 치료를 하도록 유도함.

SOURCE｜hellomeyko.com/en

161

2030
FUTURE VISION CODE 4.0

PART 3. 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하기: SUGGEST

+ CODE
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__가족 지킴이 지능형 로봇
Fribo
1인 가구를 위한 소통 로봇 '프리보'. 탑재되어 있는 센서와 마이크로폰으로 주변의 소리를 감지하면 프리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함. 익명성 및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특징이 있음.

SOURCE｜digitaltrends.com

Shelly
어린이를 위한 인터랙티브 소셜 로봇 셸리(Shelly). 거북이를 모티브로 제작하여 실제 거북이처럼 머리와 다리를
움츠리는 동작과 행복, 슬픔, 기쁨 등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LED 불빛의 발광을 통해 표현함. 거북이처럼 속도가 느려
아이들 사용에 안전함.

SOURCE｜spectrum.ieee.org

+ CODE_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DESIGN MODULE 01
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반려동물을 위한 스마트 관리

건강 상태와 움직임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이 가능한
반려동물을 위한 펫시터 로봇 / 탈 부착이 간편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완화와 건강을 위한 증강현실 기술 활용
반려동물의 올바른 케어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 IOT와 결한된 스마트 사료 디스페치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교감할 수 있는 소통 기기 및 매개체 찾기,
반려견을 위한 안전감을 주는 편안한 공간 구현, 서로를 연결해주는 기기 / 애완동물 실시간 상태 측정
빅데이터 / 센서 / 사물인터넷 / 인공지능과 결합된 양육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
사용자와 교감 가능한 인터렉션, 미니멀 하면서 조작하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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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MODULE 02
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가족 지킴이 지능형 로봇

사용자의 건강. 감성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인지하고 반응하는
기계적인 느낌을 최소화하여 친근한 분위기를 제공
가족 간의 건강 정보가 공유되는
직관적이고 위트 있는 / 인터페이스로 즐거운 건강관리 지원

맞춤 외로움을 해소해주는 / 늘 함께 있는 느낌을 제공하는 정보와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기술
개인비서처럼 스케즐을 알려주는 / 애완동물, 동료 같은 친구 로봇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메시지 전달 디바이스 / 소통의 새로운 매개체 역할을 하는
함께 하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기술 / 홀로그램 기술을 적용한 상호 교감 가능 로봇

+ CODE_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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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DE 01
실용가치를 더하라
2030 미래는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가 등장하면서 따로 또 함께 하는 셰어하우스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살리며 쓸모없는 공간이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거나 모듈 방식으로 주거 및 사무 용도를 겸할 수 있는 최적의 멀티 공간 디자인이 중요하다.
팝업공간 및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가변형 가구 및 가전 등을 활용하여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 시켜주고 사용자
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인터렉티브한 요소가 접목된 주거환경을 실용적으로 제공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신체 보조로
활력 제공

·재미 요소로
활력 제공

·개인 맞춤
건강관리

·홈트레이닝
지원
·홈메이커
지원

활력을
더하라

PLUS
CODE
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
·반려 동물을
위한 스마트 관리

·가족 지킴이
지능형 로봇

실용가치를
더하라
·사용자 중심
유연성

·퍼스널 모빌리티

+ CODE_실용가치를 더하라

+ CODE
실용가치를 더하라 __사용자 친화 유연성: 모듈, 히든, 확장, 팝업, 폴딩
Transformable Smart Home
중국 상하이 화도의 건축 및 도시디자인 그룹(HDD)에서 젊고 유능한 디자이너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집과 사무실,
파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4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임대함.
외부는 컨테이너 박스이고 내부는 작업환경 및 취향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스마트 홈으로 벽이나 가구를 접거나 열어서
넓은 작업 공간 확보가 가능함.

SOURCE｜ urdesignmag.com

Space Scholarship
태국의 부동산 회사 AP 퍼블릭 컴퍼니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7명의 학생들을 위해 유연하고 기능적인
공동 주거 공간을 제안하고, 이탈리아 디자인 스튜디오 '라파브리카'는 히든 스토리지 시스템과 다목적 기능의
모듈형 공간을 개발함.

SOURCE｜fabric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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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실용가치를 더하라 __사용자 친화 유연성: 모듈, 히든, 확장, 팝업, 폴딩
Be an Outsider at Work
미국의 아웃도어 전문 기업 'L.L.Bean' 은 'Be an Outsider at Work' 라는 캠페인을 통해 팝업 아웃도어 오피스를
선보이며 현대인들에게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야외에서 일하는 것을 권장함.
L.L.Bean 의 팝업 아웃도어 오피스는 3개의 벽면을 유압펌프를 통해 들어올려 막힌 공간을 오픈함으로써 3배 넓이의
공간 활용이 가능하게 함.

SOURCE｜ apartmenttherapy.com

Pixel Façade

Urban Cabin

근로자들의 다양한 근무환경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맞춤형 솔루션으로 확장 가능한 빌딩 외관 시스템인
픽셀 파사드(Pixel Façade ). 이 시스템은 가변성
으로 실용 가치를 제공해주며 열리거나 닫히는
쉐이더나 발코니 모듈을 고려하여 제작한 모듈
방식의 건물임.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London Design Festival)에 등장한
어반 캐빈(Urban Cabin)은 독일 자동차 회사 BMW와 런던
기반의 건축가 샘제이콥(Sam Jacob)이 협업해 제작한 15평
방미터 초소형 2인용 마이크로 주택. 최소 구성요소 외 모듈
방식 유닛으로 도서관, 주방이 포함되어 있음. 주방은 폴딩식
확장 테이블로 유연성을 구현하여 실용 가치를 높임.

SOURCE｜ blokable.com

SOURCE｜ mini.com

+ CODE_실용가치를 더하라

MINI LIVING's co-living space
미니 코-리빙(MINI CO-LIVING) 프로젝트는 버려진 6개 페인트 공장을 개조해 클러스터 용도로 주거, 일, 사회
활동을 동시에 하며 살수 있는 공유 공간을 제작.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 임대공간, 공유 서비스 구역으로
공간 사용을 최적화하며 입주 가구 수에 따라 유연한 공간 구성을 함. 공유 라운지, 주방, 옥상, 식품점, 예술
공간 등 건물 유닛을 제작하고 개인 거주 공간은 접이식 선반 모듈을 통해 공간 최적화와 개인 프라이버시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모두 이루고자 하였음.

SOURCE｜blokable.com

ZOKU
주거와 일을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오피스 형태의 호텔. 조쿠(ZOKU)는 일본어로 가족, 부족을 뜻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고 협력하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창업자 한스 메이어는 모바일
환경의 확장으로 일과 여가의 공간 영역이 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이 호텔에서 머무는 사람들끼리의 커넥션이
가능하게 한 하이브리드 홈과 오피스의 결합 형태를 제공하였음.

SOURCE｜ livezok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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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실용가치를 더하라 __사용자 친화 유연성: 모듈, 히든, 확장, 팝업, 폴딩
WALL_Box
폴란드 가구 회사 반크(Vank)에서 개인과 공동을 위한 작업 공간인 월_박스(Wall_Box)를 선보임. 박스 형태의 이 공간
은 오픈 방식의 공간에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가능하며 회의, 통화, 개인 작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 월_박스
(Wall Box)는 흡음 소재와 방음 효과가 있는 유리 문을 사용하고, 내장 모션 센서 기능이 장착되어 환기 및 조명 자동
조절이 가능함. 벽, 패브릭의 색상, 크기 등은 개인 맞춤이 가능함.

SOURCE｜ vank.pl

Built by all
런던 디자인 스튜디오 마마와 독일 자동차 회사 BMW가 협업하여 도심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창고나 사무실을 다시
개조하여 생활 공간으로 재현하는 인테리어 프로젝트 '빌트 바이 올(built by all)' 을 선보임. 공간을 벽으로 구분
짓지 않고 각각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컬러, 형태, 소재를 다르게 구분하여 모듈 방식으로 제작하였으며 개인과
공동 커뮤니티 공간은 필요에 따라 공간 분리 활용이 가능함.

SOURCE｜designboom.com

+ CODE_실용가치를 더하라

Friction Table
헤더윅 스튜디오(Heatherwick Studio)에서 디자인한 Friction 테이블. 종이와 수지로 된 시트를 사용하여 격자형
구조로 되어있고, 타원형에서 직사각형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이 가능함.

SOURCE｜heatherwick.com

Twist Actiu

Alcove

이탈리아 프리제리오 디자인 그룹(Frigerio Design Group)
에서 디자인한 모듈식의 사무 가구 시스템 트위스트
(Twist). 트위스트는 가볍고 견고한 구성으로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연결 시스템을 통해 쉽고 효율적인 방식
으로 결합이 가능함.

앨코브(Alcove)는 어디서든 모바일 작업 공간을 실현 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폴더 형식의 노트북 케이스로 종이접기
방식으로 펼쳐서 사용이 가능함. 외부 조명을 차단하여
화면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고 내장 라이트는 어두운 환경
에서도 업무를 용이하게 해줌.

SOURCE｜ frigeriodesign.it

SOURCE｜ getalco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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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실용가치를 더하라 __퍼스널 모빌리티로 연결성 구현
CanguRo
일본 치바 공업대학에서 개발된 인공 지능 로봇에서 탑승형 로봇으로 변신이 가능한 칸구로(CanguRo). 인공 지능
로봇일 때에는 스마트폰으로 무선 호출이 가능하며 주인 속도에 맞춰 이동이 가능하고, 탑승형 로봇일 경우에는
3개의 바퀴로 이동이 가능하며 최대 시속은 10km임.

SOURCE｜ irobotnews.com

SOLO
캐나다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일렉트라 메카니카(Electra Meccanica)' 에서 출시한 1인용 초소형 전기자동차
'솔로(SOLO)'. 바퀴는 3개 달려있고, 8초 만에 시속 약 96.9km, 최대 속도는 약 132km이며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으로 한번 완충 시 161km 주행이 가능함.

SOURCE｜ electrameccanica.com

+ CODE_실용가치를 더하라

ILY-A
개인용 3륜 전동 스쿠터로 4가지 모드로 변형이 가능하며 최대 속도는 10km임.
전동 스쿠터 모드, 전동 킥보드 모드, 카트 모드, 캐리어 모드 등 4가지로 변형이 가능하여 실용성이 높음. 또한
탑재된 적외선 센서는 270도 각도 범위 내 5~7m 덜어진 장애물 인식 기능으로 충돌 방지와 자동 감속이 가능함.

SOURCE｜red-dot.sg

Z-Scooter

BMW Personal Mover Concept

스페인 Bel&Bel 스튜디오에서 선보인 Z-스쿠터.
스쿠터 브랜드 베스파(Vespa)의 클래식 디자인과
세그웨이의 장점을 결합한 제품. 완충으로 최대 30km
주행이 가능하고 최대 속도는 시속 20km임.

개인이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1인용 전기 동력 이동
수단. 4개의 휠 중 전방 2개의 휠은 360도 회전이 가능
하여 기동력이 강화됨. 1회 완충으로 최대 30km 이동이
가능하며 최대 시속은 25km임.

SOURCE｜ z-scooter.com

SOURCE｜ designbo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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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실용가치를 더하라 __스마트 이동 도우미
U band
프랑스 스타트업인 스탠리 로보틱스(Stanley Robotics)가 발렛 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차 전용 로봇스탠
(Stan)을 선보임.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하여 주차 예약을 할 수 있으며 갠트리 로봇이 발렛파킹 시 차의
바닥 부분에 들어가 차를 통째로 이동시키며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로봇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음. 현재 프랑스
샤를르드골 공항에서 운영 중.

SOURCE｜kickstarter.com

Volt
볼트는 전기 차 배터리 충전용 드론으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전기 차가 방전되었을 때 찾아가서 충전을 해주는
컨셉. 4개의 날개를 가진 쿼드롭트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전,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자율 주행 시에
장애물을 피해안정적으로 운행이 가능. 차량은 미리 등록된 정보에 의해 자동 인지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볼트를 호출할 수 있음.

SOURCE｜cliocapei.com

+ CODE_실용가치를 더하라

Moby Mart
자전거 카페로 유명한 스웨덴의 스타트업 휠리스(Wheelys)와 중국 허페이 대학의 협업으로 개발된 자가 운전
마트 'Moby Mart'. 전용 앱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Moby'는 GPS를 통한 자율 주행, 인공지능, 클라우드, 드론
등의 기술이 집약된 것으로 고객이 앱을 통해 제품을 스캔하고 계산하면 스스로 고객을 찾아옴. 또한 솔라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스스로 전기 생산이 가능함.

SOURCE｜themobymart.com

Robomart
미국 캘리포니아 스타트업 로보마트(Robomart)에서 국제가전박람회 CES 2018을 통해 자율 주행 배송서비스
식료품점 로보 마트를 선보임. 이용방법은 고객이 우선 장보기 앱을 통하여 미리 주문한 후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호출하면 집 앞까지 찾아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식료품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줌. 차량 안에는 신선도를 위한 냉장
시설과, 카메라, 센서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고객은 선택한 식료품의 종류의 수량, 가격을 확인하여 결제 완료까지
한 후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음.

SOURCE｜robom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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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실용가치를 더하라 __스마트 이동 도우미
Starship Self-driving robot

Marble

반경 3Km 이내 물품을 배달하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
카메라 9대와 초음파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운행 시
사람과 장애물을 탐색하며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 시
안전 문제를 최소화 해줌. 수령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배달 중인 스타십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음.

소형 4륜 자율주행 배송로봇 마블(Marble). 사용자는 모바일
앱으로 음식 및 물건을 주문할 때 로봇 배송 옵션 서비스를
함께 선택을 하면 마블을 통해 물건을 배송 받을 수 있으며
고객은 주문 시 미리 제공 받은 비밀번호를 로봇이 도착하게
되면 입력을 한 후 트렁크에서 요청한 물건을 전달 받을 수 있음.

SOURCE｜starship.xyz

SOURCE｜marble.io

PostBot

Robby2

독일의 우체국 '도이치 포스트'에서 상용화 계획에 있는
자율 주행 우편배달 로봇 'PostBot'은 인간을 대신하여
우편함을 최대 6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최대
150kg을 운반할 수 있으며 모든 날씨 조건에서 운행이
가능함.

자율주행 로봇으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며
주변 상황을 인식하여 목적지와 경로를 탐색하여 장애물
을 감지해 피할 수 있음. 한번 충전 시 20마일 이상 운행
이 가능.

SOURCE｜designboom.com

SOURCE｜robby.io

+ CODE_실용가치를 더하라

DESIGN MODULE 01
실용가치를 더하라
사용자 친화 유연성으로 실용 가치 제공

조작이 용이한 모듈 / 사용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제작된 맞춤 형태
공간 셰어 지원 / 소형 주거공간에서 멀티 행위가 가능한 / 필요한 만큼만 사용 가능한
부분별 기능 선택이 가능한 / 지능 센서 / 음성인식 / 모션 인식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가구 및 공간
자유로운 변형, 결합, 분리를 통한 새로운 확장이 가능한

조립이 간편한 / 노마드 / 마이크로 홈 키트 / 개인 맞춤
팝업 가구 / 인체 인식이 가능한
사용자 라이프스타일 맞춤 / 공간 효율성을 높여주는 / 자가 조립이 가능한 모듈형 로봇 가구
공간 확장이 가능한 / 심미적인 요소를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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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MODULE 02
실용가치를 더하라
퍼스널 모빌리티로 연결성 구현

이동이 편리한, 공간의 제약 없이 활용이 용이한 / 접근성이 높은
미니멀한 디자인 / 인체공학적인 구조, 정교한 내구성 / 조립이 손쉬운 접이식 구조
조작이 편리한 / 로봇틱스 모빌리티 디바이스 / 노약자들을 위한 이동 수단 / 보관이 용이한

스마트 이동 도우미

이동이 편리한 / 공간의 제약 없이 활용이 용이한 / 접근성이 높은 / 스스로 조절하는 자율 주행 디바이스
원격 조작이 가능한 / 모바일 앱과 연동된 / 주변 환경 인지가 가능한
히든(HIDDEN)테크 컨셉으로 기계적인 느낌이 나지않는

DESIGN CODE 01

형태(SHAPE) 01
인체 공학적 밴드,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맞춤화된, 가벼운, 패션 악세서리 형태의

플렉서블, 접이식 방식

휴대 보관이 용이한, 폴딩 가능한

개인 신체 맞춤화, 경량화, 움직임이 편안한

위험요소의 최소화, 사용자의 안전을 배려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스마트폰에 장착 가능한, 휴대가 편리한

폴딩, 가변형, 멀티 기능

179

2030
FUTURE VISION CODE 4.0

PART 3. 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하기: SUGGEST

형태(SHAPE) 02
탈착이 가능한 초소형

소형의, 버튼 형태, 클립방식

이동이 편리한, 조립형태, 접어서 보관가능

모듈형태로 결합이 가능한, 분리가 손쉬운

유기적인 형태, 시각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심플하고 미니멀한, 작고 가벼운, 부착이 쉬운 스퀘어 타입의, 공간 활용이 용이한

볼륨감이 느껴지는, 곡선의 부드러운, 유선형, 사용자가 원하는 CMF 구현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맞춤화,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형태

팝업 형태

DESIGN CODE 01

형태(SHAPE) 03
패션과 결합한, 의료기기처럼 보이지 않는

나만의 맞춤 형태가 가능한 , 조립방식의

자유로운 변형, 이동, 나만의 맞춤 형태, 조작이 가능한

탈 부착이 용이함, 옷과 결합되는

스마트폰에 장착 가능한, 휴대가 편리한

미니멀리즘
개인 맞춤화된 모듈형태,
조작이 쉬운, 수납이 용이한 가변적 유닛으로 유기적인 연결감

폴딩, 가변형,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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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SHAPE) 04
인간 친화적인 친근한 형상의 로봇 디자인, 친근한 동물 모습이 연상되는

주거공간과 공존하는
붙박이 형태 반려견 집

공간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인체공학적 구조적 디자인

클래식한
스타일

모듈식 가구
시스템

기계처럼 보이지않는, 옷처럼 입는 형태

패치 및 스티커 형태,
모바일앱과 연동, 부착형

큐브와 같은 작은 사이즈, 휴대가 용이한,
코드리스(Cordless)

DESIGN CODE 01

인터페이스(INTERFACE) 01
가상세계 사물을 현실
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VR 체험,
시각적 몰입감을 제공 다이내믹함 움직임을 제공하는 인터렉션

시공간을 뛰어넘는 인터랙티브한 경험, 새로운 감각의 확장,
사용자의 모션을 인식, 빛, 소리, 향기로 구현되는

가상현실(VR)을 통해 시각적 몰입감을 제공

시공간 제약 없이 제조 가능, 원하는 정보 조작 및 100% 개인 맞춤이 가능한,
디자인과 컬러의 자유로운 구현이 가능한,

시공간에 제약 없이 홈메이드 제조 가능, 개인취향 맞춤화 서비스 제공, 모바일과 연동

오감으로 자극하는,
행동맞춤으로 시각적으로 반응하는

원터치 버튼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 가능,
자동인식으로 개인 맞춤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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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INTERFACE) 02
모바일과 연동된, 원격조정, 애완동물 관리를 알아서해주는, 애완동물과의 교감이 가능한

모바일과 연동된, 원격조정,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는

상호교감이 가능한 멀티 가정용 기능로봇(All In One)

자동 인식으로 자연스러운 기능 변화 구현

사용자 행동 맞춤 반응 로봇

원하는 정보를 홀로그램으로
전달받는, 모션 인식

사용자 행동맞춤 반응, 조작하기 쉬운 UI

프로젝트 역할을 해주는, 엔터테인먼트 로봇,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회전이 가능한

DESIGN CODE 01

인터페이스(INTERFACE) 03
스스로 조절하는, 통합관리가 가능한, 모바일 앱과 연동된, 접근성이 용이한,
초음파 센서로 장애물 탐색 인식 가능, 조작이 쉬운

센서를 통하여 운동방식을 코칭해주는, 모바일앱과 연동된

사용자 음성인식 및 소리감지 기능

심플한 컨트롤, 빛으로 감지 가능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회전이 용이한

스마트폰 앱과 연동, 원격 코칭 또는 플레이

오감을 자극하는
시각적으로 반응하는

사용자와의 교감

개인맞춤화, 조립방식, 메이커 활동 지원,
사고력 증진과 놀이활동 지원
인공지능

자동 제어

인공지능, 클라우드, 드론이 집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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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COLOR) & 소재(MATERIAL) & 마감처리(FINISHING) 01
친환경 우드 소재, 따뜻하고 부드러운, 결합이 쉬운, 유연한

따스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패브릭, 크래프트적인

가볍고 실용적인, 견고하고 부드러운 무광의,
가죽과 다른 소재와의 결합

고급스러운 메탈 느낌, 스타일리쉬한

카본소재

재활용 가능한,
이동이 가능한

전도성 잉크 결합 종이 및 고품질 종이 소재

판지형 카드보드지

DESIGN COD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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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으로 구분하는 공간, 개인맞춤 방식

방수 및 메쉬소재, 열에 강한

방수, 외부 충격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부드러운 색감의, LED로 색이 변해 가시성을 도와주는

부드러운 촉감, 입은 것 같지 않은

친환경 소재
(옥수수 성분
플라스틱)

가벼운, 통기성이 좋은 소재

솔라 패널과 이동수단
색상과 빛을
이용하여 편안한 의 결합, 스스로 전기를
분위기를 유도하는 생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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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01.
+ CODE
(+)플러스 디자인 코드는 '디자인 컨셉에 어떤 가치를 더하는 것이 마켓에서 성공율을 높일 수 있을까?'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며 미래 디자인 비전을 도출한다. '활력을 더하라'는 신체 건강과 즐거운 활동을
지원하여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 코드. 개인 맞춤 코칭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이 가능
하게 하고, 엔터테인먼트 요소(가상 현실과 디스플레이 기술)의 결합으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신체기능
보조(로봇 기술)로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만들기 취미 활동으로 활력을 더한다.
'새로운 가족을 지원하라'는 새로운 가족으로 부상하는 로봇, 반려동물과의 관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코드
이며 '실용가치를 더하라'는 제한된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편리성을 더하는 디자인 코드. 모듈, 팝업,
변형, 멀티 컨셉으로 필요에 따라 개인 맞춤으로 사용성을 높여 마켓 성공률을 높여준다.

DESIGN CODE 도출
MEGA CODE

SOCIETY

HUMAN COD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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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COD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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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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2030
FUTURE VISION CODE 4.0

PART 3. 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하기: SUG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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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CODE 도출
MEGA CODE

SOCIETY

HUMAN COD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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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CODE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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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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CODE
마이너스코드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하거나 불필요하고, 해로운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하면서 여유롭고, 경제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디자인 솔루션을 제안한다. 가사노동의 불편함을
하기 위하여 시간, 비용, 노동력을 절감해주는 스마트홈 컨트롤 환경을 제공하며, 이동, 합체, 변형이
하여 유연하고 효율성 있는 기능으로 개개인의 가치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범죄,
및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첨단 보안·안전시스템과 바이러스, 미세 먼지 등 유해 환경을 차단해주는
정화 시스템 등 시·공간 제약을 해결한 다양한 디자인 컨셉들이 보여지고 있다.

가사노동을 줄여라

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유해 환경을 없애라

단순
개선
가능
해킹
공기

DESIGN CODE 03

미세먼지

개인형 소비

홈시큐리티 시스템

고령화

주방의 복합생활 공간으로 진화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

스마트 키친
노케미(No-chemi)족

취향의 다양화

도시화 인구집중

자동화

개인형 소비

사이버 테러, 해킹
발암물질

인공지능(AI)
친환경
소비의 가치 이동

소형화

환경위협

웰리스 케어

실속형

일코노믹

실용성

에너지 절약

개인중심

안전의식 증가

저출산

위생관념 강화

1인 가구 소비지출의 확대

네트워크 가족

동인
발견

여성의 사회진출

스마트화

범죄율 증가

체크슈머(Check+Consumer)

가사노동을 줄여라

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DRIVE
FILTERING

DESIGN
SIGNAL

만성폐질환

스마트 시티

맞벌이 가구

유해환경을 없애라

동인
추출과
시그널
제시

DRIVE
TRACKING

DRIVE
GROUPING

DESIGN
CODE

DESIGN
MODULE

DESIGN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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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DE 03

- CODE

- 최소화하라.
가사노동
불필요한 것
유해 환경

행위를 최소화하여 신체 불편함을 해결하라.
사용 공간, 상품, 재료, 에너지를 절약하라.
유해 환경에 대비하고 최소화하라.

청소하기, 세탁하기, 다림질하기, 보관하기, 정리정돈하기,요리하기, 쓰레기 처리하기,
전원 컨트롤하기 등
사용 공간, 가구, 전자 제품, 기구 및 기기, 재료, 에너지 등
외부 침입, 해킹, 자연재해, 바이러스, 미세 먼지 등

VALUE

KEY
WORDS

Body Freedom, Time∙ Space∙ Energy∙Money Saving, Freshness, Security, Safety

FUNCTION

VISUAL

VALUE

One Touch
One-Unit
Interlock
Hub Control
Moveable
Foldable
Origami
Connecting Module
Automation
Voice Recognition
Alternative Energy
Recycling

Minimal
Simple&Slim
2D
All-In–One
Flexible
Pop-Up
Hidden
Invisible
Fit To Space
Lightweight

Customization
Personalization
Simple & Easy
Convenience
Freshness
Security
Protecive
Practical
Any Time Anywhere
Portable

- CODE_최소화하라

2000년대 중반부터 미니멀리즘은 모더니즘을 대체하면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버리고, 감성주의, 초현실주의,
젠스타일, 기능주의 등과 결합하면서 디자인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주도해왔다. 2010년 전후 파괴적인 기술
트렌드의 영향으로 복잡한 기능에 반하여 최소한의 요소만을 담아내고, 사용자의 시간, 행위, 에너지를 절감
해주는 가치를 제공하며 미니멀리즘은 진화해왔다.
원터치 버튼 및 모션·음성인식과 같은 스마트 컨트롤, 히든과 익스텐션, 변형, 팝업, 합체, 모듈 형태의 제품이
인테리어 요소와 결합되면서 심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며 개발 되고 있다. 2030에는 불필요한 요소들이 인간
중심으로 필터링 되면서 이러한 기술들이 숨은 모습으로 사람과 사물 그리고 환경과의 연결성으로 자동 인식되는
스마트 리빙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예측해본다.
미니멀+기능주의

MINUS-ESSENCE

NEO-MINIMALISM

마이너스에센스

미니멀
+바이오미믹

미니멀_
에너지 최소화

(BIOMIMIC)

모듈. 합체 멀티 기능
MINIMAL+ORGANISM

미니멀_

미니멀+소재
(소재 일체형)

시간 최소화

2010

2011

최소한의
구성요소

2000
시각적으로 미니멀 구현

2013

2012

오가닉
형태

최소 시간으로
화장

2014

생체
모방형

2015

올인원
All-In-One

미니멀_
행위 최소화

2018

2016

소재로
미니멀

행위
최소화

2005
감성적으로 미니멀 구현

에너지
최소화

2018
숨은 기술로 미니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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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ISSUE
'가심비', 욜로족, 나를 위해 투자하는 포미(FOR ME)족,
1ECONOMY에 주목하라
가심비는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넘어 심리적 만족까지 주는
'가심비' 를 추구하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A광고회사가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라온 120억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심비' 는 2017년 하반기부터 가성비 언급량을 넘어
서며 중요한 소비판단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들은 불황기에도 자신에 대한 투자에는 지갑을 열
고 있으며, 심리적 만족과 안정을 주는 제품에는 보다 과감해지는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LG전자의 스타
일러는 15년 출시 후 2년 만에 국내 누적 판매량 10만 대, 매출액 300억을 넘어섰다.

포미족(FOR ME 族)
자신을 위해 (for me) 투자와
소비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건강 (For health)
·싱글족 (One)
·여가 (Recreation)
·편의 (More convenient)
·고가 (Expensive)
SOURCE｜지마켓_ 설문기간: 2017.5.31~6.6 / 응답자 수: 총 946명
/ 조사대상: 지마켓을 방문한 고객 전원

2015년 가구당 가전제품 수가 30개로 추정된다. 따라서, 공간활용도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부터, 슬림한 바
형태의 스피커 뿐만 아니라 공간활용도가 좋은 소형제품들에 대한 관
심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GFK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전세계 소형가전 시장은 698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9%
성장했다고 한다.

SOURCE｜2016 소형가전 가구 이용 관련 조사, 엠브레인

2016 소형가전가구 이용 관련 조사, 엠브레인

- CODE_가사노동을 줄여라

가사 노동을 대신 하는 기기는 편리함과 나를 위한 시간을 제공한다.
의식주 생활을 쉽고, 심플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통계청 '한국인의 생활시간 변화상'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성인 남성의 가사노동 평균 시간은 평일 39분,
토요일 1시간 1분, 일요일 1시간 13분으로 1999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남성의 주말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대비 2배 가량 높고, 증가세도 빠르다. 과거 대비 금전 수입을 위한
노동시간은 점점 감소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에 할애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정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음식준비, 세탁, 청소 역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경 비즈니스에서 2016~2017년 2년 동안 소셜 미디어 중심으로 10억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집안일 중 부정 비율 1위는 '쓰레기 치우기' 가 차지했다. 2위는 설거지, 3위는 청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리와 세탁은 다른 집안일보다 긍정적인 비율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소비 동력이 될 소비자로 중국의 도시근로자,
미국의 X세대 & 밀레니얼세대, 인도와 동남아의 여성
소비자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들은 간편하면서도 맞춤화
된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한다고 한다.
시장조사기관 테크노믹스(Technomics)는 미국인의
66%가 맞춤형 가정 간편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또 52%는 가정 간편식 제품이 패스트푸드 보다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젊은 세대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각각 44%
와 49%가 맞춤형 가정 간편식 제품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정간편식 (HMR) 시장 규모
35.3%
규모
2조원

15
9.1

1조

신장률
30%

1조700억

7,100억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년 (추정치)

SOURCE｜한국농식품유통교육원

집안일별 주요 감성 순위 및 긍·부정 비교

청소

긍정
38.7

긍정
33.6

부정
66.4

설거지

세탁

부정
61.3

쓰레기 배출
긍정
20.4

부정
79.6

긍정
13.9

부정
86.1

SOURCE｜2017 빅데이터로 내다본 2018 신트렌드, 한경비즈니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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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ISSUE
깐깐한 '노케미족', '체크슈머' 는
유해 환경을 거부한다
환경 호르몬, 방사능과 같은 환경적 위험요소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유해한 화학원료와 성분을 기피
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이른바 노케미(Nochemi)족이 등장하는 등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가정이 증가하면서 바이러스성
전염병, 알레르기에 대한 위생 의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바이러스, 미세 먼지, 환경 호르몬, 방사능과 같은 유해
요소의 확산으로 소비자의 위생 의식이 더욱 높아지며
위생 용품 관련 시장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원료와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며 소비하는 이른바 체크
슈머(Check + Consumer) 소비형태가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이며 자신과 가족의 건강, 안전을 생각하는 소비,
단순 소비행위에 그치지 않는 '생산측면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 가 확산되고 있다. 유해물질 모니터링 기술, 저전력,
소형화, IOT 기반의 모니터링 기술, 센서 네트워크, 모듈화,
휴대용 디바이스 등으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모바일
신규 변종 수
1만 7천개
2016

2만 7천개
2017

24,000

악성코드
모바일
악성코드
변종증가

54%

일일 평균 차단된
악성 모바일 앱 개수

92%
신규 다운로더
변종 증가

80 %

8,500%
암호화폐 채굴
악성코드
탐지 건수 증가

맥OS 겨냥
신규 악성코드 증가

IoT
공격 증가
추이

5만건

6천건
2016 2017

숫자로 본 2017 보안위협, 인터넷 보안 위협 보고서
제 23호, Symantec, 2018

IC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지만 사물인터넷(IOT) 보안 위협, 랜섬웨어 공격, 전자 지불
시스템 위협 등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이버 테러, 해킹사고에 대한 공격을 예측하지 못한 위험상황들이
일상을 위협하며 증가하고 있다. 시만텍(www.symantec.com/ko/kr)의 '인터넷 보안 위협 보고서(Internet
Security Threat Report, ISTR) 제 23호' 에 따르면, IoT를 겨냥한 공격은 2016년 약 6,000개에서 2017년에
약 5만 개로 증가했으며,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해킹한 뒤 자동 업데이트를 악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이버
공격은 2016년 4건 대비 200% 증가했다고 한다.

[ 국내 환경센서 및 모니터링 디바이스 분야의 시장규모 및 전망 ]
구분

'15

'16

'17

'18

'19

'20

CAGR
( '13~'15 )

국내 시장

2.6

2.8

3.0

3.2

3.4

3.6

6.50

SOURCE｜ BCC Research (2014) / Technavio (2015)

( 단위 : 억 달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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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가구,
혼자가 두려운 사람들 안전과 보안에 대비하라.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와 소가족화의 나 홀로 라이프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혼자
사는 싱글을 노린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과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한 1인
가구의 피해가 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에 따르면 전체 1인 가구 비중 여성
1인 가구는 49.7%이며 2045년에는 여성 1인 가구가 388만 2천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 1인 가구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들이 느끼는 가장 불안한 요인으로 37.2%가 범죄 발생에
따른 안전에 관한 부분을 손꼽았다. 이와 같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으며 여성 1인
가구 중 13% 정도만이 자신이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문 단속
을 철저히 하기, 창문에 커튼 달기, 외출 시에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전등, TV 등을 켜놓기, 우편물은 개인정보
노출을 대비하여 이메일로 받기 등 다양한 생활 속의 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전히 범죄에 대한 불안
감과 사고에 대처하기는 쉽지 않으며 주거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의 최소화 및 예방
과 안전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상의 어려움
항목 (%)

전체
1순위

응급상황에서의 구급활동

성별 (1+2순위)
1+2순위

44.3

주거 침입에 대한 안전

66.1

20.1

37.1

부재시의 도둑/ 절도로 부터의 안전

12.5

33.8

생활 부주의로부터 느낄 수 있는 안전

9.3

31.3

보행 등 동반자/보호자 부재에 따른 안전
없음

4.0
9.8

SOURCE｜ 서울시 2030 1인 가구 여성

남

여
64.9

67.6

19.9

59.6

32.7

35.2

39.0

11.3

12.5

9.8

15.2

21.4
9.8
2.8

SOURCE｜'2030 1인 여성가구 '주거비 부담과 안전시설 불안에 시달려' ; 이데일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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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DE 03
가사노동을 줄여라
미래 스마트 리빙을 위한 디자인 컨셉 방향 중 마이너스코드는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 요소(Pain Point)
를 줄여 줌으로써 심플, 여유, 안전, 경제적인 가치를 제공해준다.
첫 번째 디자인 시그널 '가사노동을 줄여라' 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가사 노동을 대신해주거나 프로세스를
단순화 시키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자인과 개인 맞춤 조립, 애프터 서비스 및 배달 서비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컨트롤이 가능한 조명 스위치, 디바이스 제어 등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위를 최소화하여
여유있는 삶을 제공한다.

·가사 노동
절감으로
신체 자유 제공

·행위 최소화로
편리함 제공

가사노동을
줄여라

MINUS
CODE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미니멀
가치 제공
·에너지 절감으로
경제적 가치 제공

불필요한것을
줄여라

유해환경을
없애라

·유해환경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유해환경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

- CODE_가사노동을 줄여라

-

CODE
가사노동을 줄여라 _가사노동 절감으로 신체 자유 제공
The Nise Wave
나이스 웨이브(The Nise Wave)는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음식을 완성해주는 기기로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시간, 온도, 익힘 정도를 설정 가능하며 레시피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음식 제조 및 식이조절 식단 등을 분류
하여 사용할 수 있음.

SOURCE｜kickstarter.com

Smart Countertop
Scan-to-Cook 기능을 통하여 조리하고자 하는 식품 포장에 바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전자레인지가 식품
조리법에 가장 적합한 시간을 선택하여 자동 조리 시작함. 현재 3,000가지 이상의 냉동, 냉장 레토르트 식품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며 차후 품목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 아마존 알렉사를 통하여 음성인식
으로 컨트롤이 가능함

SOURCE｜homecru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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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가사노동을 줄여라 _가사 노동 절감으로 신체 자유 제공
Laurastar SMART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여 전문가 수준의 다림질을 지원해주는 스마트 기기. 별도의 온도조절 없이 다리미 스스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주며 앱을 통해 다림질 가이드를 해줌. 모션센서가 탑재되어 다리미가 움직일 때마다 스팀을 뿌려주며
테이블에서는 옷감이 구겨지지 않도록 팬을 통해 바람을 불어 넣어줌.

SOURCE｜laurastar.co.kr

Effie
다림질, 드라이크리닝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기.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며 아이론 에피(Iron Effie), 스팀 에피(Steam
Effie), 드라이 에피(Dry Effie) 총 3가지 모드로 작동되며 아로마향까지 선택이 가능함. 에피의 헹거에 옷을 걸고
버튼을 누르면 다림질, 드라이, 스팀 살균까지 3분이면 모든 처리를 완료해줌. 한 번에 12벌까지 관리가 가능하며
실크, 폴리에스테르, 데님 등 섬유 관리에도 용이.

SOURCE｜helloeffie.com

- CODE_가사노동을 줄여라

Ovie
오비 스마터웨어는 냉장고에 식재료를 넣어둔 후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식재료 관리 태그임. 보관용 그릇이나 집게에 장착이 가능한 작은 형태로서 사용자가 언제 식재료를 냉장고에 넣었는지
기록이 가능. 스마트폰 앱과 연동 되어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언제인지 서확인할 수 있으며 배터리 충전이 가능.

SOURCE｜ovie.life

Quick peak Smart Label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는 블루라운지에서 라벨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물건을 쉽게 정리하고 찾게 도와주는 퀵
픽 스마트라벨을 선보임. 이 라벨은 3차원 코드가 인쇄되어 있어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며 박스에 물건을 넣을 때 그
물건을 미리 촬영해 놓고 코드를 인식 시킨 후 박스에 붙여 놓으면 차후 물건을 찾을 때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음.

SOURCE｜blueloun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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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가사노동을 줄여라 _행위 최소화로 편리함 제공
The Kitchen Hub
국제가전박람회 CES 2018을 통해 GE 어플라이언스에서 키친허브(The Kitchen Hub)를 선보임. 오븐 위 벽에
설치한 27인치 스마트 모니터와 오븐, 냉장고, 세척기, 건조기 등의 다양한 가전기기들과 연결되어 제어가 가능.
음성인식과 제스처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오븐에서 요리과정을 바로 촬영하여 소셜미디어 공유 및 영화,
음악청취, 화상 채팅까지 가능함.

SOURCE｜digitaltrends.com

2018 Family Hub Refrigerator
삼성전자는 국제가전박람회 CES 2018에서 패밀리허브를 공개함. 패밀리허브는 이전 보다 더욱 강화된 기능
으로 집안 전체를 컨트롤하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냉장고로써 음성인식과 엔터테인먼트 요소, 사물인터넷
(IOT)로 확대된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음. 화자인식(Voice ID) 기능으로 사용자의 목소리를 인식하여 가족구성원
각자 선호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줌. 빅스비(Bixby)를 통해 식자재 주문이 가능하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
는 맞춤형 식단을 추천해주는 밀 플래너(Meal Planner)를 통해 음식물 낭비를 줄일 수 있음.

SOURCE｜samsung.com

- CODE_가사노동을 줄여라

Livin Shower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물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스마트 샤워기. 온도조절 알고리즘을 통해 원하는
물 온도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물이 사용됨. 사용자가 원하는 물 온도가 맞춰지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도착하며 리빙 샤워에 부착된 디스플레이 창에서 물 온도를 확인할 수 있음. 스마트폰, 아마존 에코, 구글 홈 인공지능
서비스 등과 연동되며 작동할 수 있으며 음성으로도 컨트롤이 가능함.

SOURCE｜livinshower.com

Sensibo Sky

Blind Engine

스마트 에어컨 컨트롤러. 에어컨 하단 공간 벽면에 설치를
해주면 기존 일반 에어컨을 스마트 에어컨으로 만들어줌.
스마트폰 앱과 연동 가능하며 어디서든지 자유로이 컨트롤이
가능함. 스케즐링 모드로 시간 관리 및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를 감지해주며 에어컨 사용량, 청소 알림 및 온도, 습도
센서가 탑재 되어있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어느 곳에 있던지 자유롭게 블라인드
조절이 가능함. 시간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며
사용자 위치를 블라인드가 파악하여 외출과 복귀에
맞추어 웰컴굿바이 모드를 통해 스스로 동작을 수행함.
블라인드 엔진은 알렉사, 구글 홈, 애플 홈팟 등의
스마트 홈 연동 및 음성인식으로 수행함.

SOURCE｜sensibo.com

SOURCE｜brun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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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을 줄여라 _행위 최소화로 편리함 제공
The Button

Clapboss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허브 스마트
기기. 애플 홈킷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작동되며 스마트폰과
연동해 기능 설정이 가능. 버튼은 클릭 횟수에 따라 최대
6가지의 동작을 인식할 수 있으며 조명을 끄고 켜거나,
택시 호출, 디바이스 제어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음.

사용자가 간단히 박수를 치는 행위를 통해 스마트 홈을
컨트롤 해줌. 6가지 박수 패턴으로 기능 설정이 가능하며
기존 음성 명령과 비교하여 발음, 악센트 등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음.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박수 패턴
기능을 제어 할 수 있음.

SOURCE｜fibaro.com

SOURCE｜clapboss.com

Welle
바닥을 스마트 컨트롤러로 만들어주는 제스처 제어 장치. 내장 초음파 센서와 비접촉 제스처 알고리즘으로 사용자의
제스처를 인식하고 명령을 실행시켜주는 기술.
간단한 제스처를 통하여 사물인터넷(IOT)과 소프트웨어를 블루투스를 통해 제어해줌. 바닥에 놓고 손짓을 하거나
선을 그으면 블라인드가 닫히거나 TV 전원의 On/Off 동작을 제어할 수 있음.

SOURCE｜getwelle.com

- CODE_가사노동을 줄여라

Free Touch
인체 압력 감지 기술을 갖춘 작은 웨이퍼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무선 스위치 'Free Touch'. 벽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찾을 필요 없이 원하는 곳에 붙여서 사용하는 무선 스위치로, 작고 사용이 매우 편리함. 베이스 플레이트와
카드 슬롯, 뒷면에 태양열 패널 구성으로 배터리는 태양에너지로 충전이 가능하여 에너지 자원 낭비를 줄임.

SOURCE｜competition.adesignaward.com

Delta’s Alexa Faucet

Kleverness

AI(Alexa) bult in 싱크대 수도꼭지, 사용자가 음성
인식을 통하여 수온, 수량, 수도의 On & Off를
통제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음.

스마트 홈 구현을 해주는 스위치 클레버니스. 기존 스위치를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태블릿, Pc 등으로
어디서든 조작이 가능할 수 있게 해줌. 일정 및 상황에 맞춤화된
자동제어 설정 및 인공지능 기반 머신 러닝으로 학습됨.

SOURCE｜kickstarter.com

SOURCE｜klevern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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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black
사용자는 텍스트 메시지를 통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며 당일 날 물건을 받아 볼 수 있음.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챗봇 서비스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선물 및 상품을 추천해줌. 예를 들어 10살 딸을 위한 생일 선물이 필요하다.
라는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면 관련 상품을 추천해주는 방식임.

SOURCE｜jetblack.com

Streem
증강현실(AR)을 통해 집안의 가전제품들의 애프터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전문가 출장으로 인한 추가적인 시간,
비용에 대한 낭비가 적음. 사용자는 비디오 채팅 방식으로 대화, 음성, 다양한 기능을 등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SOURCE｜streem.pro

- CODE_가사노동을 줄여라

Smart Container
사용자 편리를 위하여 필수품과 같은 중요한 물건을 다 사용하기 전 미리 확인하여 스스로 알아서 주문해주는
기기.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제품의 양을 파악하여 일정량 소진되면 와이파이와 연결되어 아마존을 통해 배송해줌.

SOURCE｜kickstarter.com

영국 배달 서비스 업체 저스트 잇에서 흔드는 동작만으로 자동주문이 가능한 기기를 선보임. 전용앱과 연동되어
지팡이에 버튼을 누른 후 휘두르게 되면 재생되는 소비가 암호화된 음파신호로 가장 최근 주문한 내역으로
자동주문이 됨.

SOURCE｜kickstarter.com

267

2030
FUTURE VISION CODE 4.0

PART 3. 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하기: SUGGEST

DESIGN MODULE 01
가사노동을 줄여라
가사 노동 절감으로 신체 자유 제공

가사노동의 오토메이션 / 원터치로 사용 가능 / 사용자 패턴을 인지하여 개인 맞춤화하는
불필요한 요소 없애는 / 가사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요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스캐너로 섬유 오염 확인 기능 / 스마트폰으로 체크와 제어가 가능한
냉장고 내부 정보 제공_유통기한 / 식재료, 요리 가능한 레시피, 장보는 시기 알람
온도 모니터링 해주는 / 알아서 세탁해주는 / 자동으로 리사이클 도와주는

- CODE_가사노동을 줄여라

DESIGN MODULE 02
가사노동을 줄여라
행위 최소화로 편리함 제공

신체 움직임을 최소화 시켜주는 / 자동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모션만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 조작이 쉬운 인터페이스(UI) 구현
집안 컨트롤을 편리하게 / 일반적으로 누구나 사용이 손쉬운 / 버튼을 누르면 정보가 시뮬레이션 되는
공간과 시간에 제약 없이 / 사용자의 행동패턴을 인지하는 / 부착 가능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단점을 고려한 구매 기능 / 과거의 행동패턴을 학습하여 실행해주는
쉽고 편리한 상품 주문과 배송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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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DE 03
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1인 가구와 소규모 가족 형태가 증가하면서 주거공간도 소형화되고 있으며 집안에 들어가는 가구와 가전의
형태도 그에 맞추어 유연하고 효율적인 공간 구조로 맞춤화 제작되고 있다. 작아진 생활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팝업 형태의 제품과 작고 슬림화 된 구조, 강화된 이동성으로 내부
공간의 실용성을 높이는 디자인이 제작되고 있으며 동시에 인테리어 요소와 결합되면서 심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개발되고 있다.

·가사 노동
절감으로
신체 자유 제공

·행위 최소화로
편리함 제공

가사노동을
줄여라

MINUS
CODE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미니멀
가치 제공
·에너지 절감으로
경제적 가치 제공

불필요한것을
줄여라

유해환경을
없애라

·유해환경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유해환경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

- CODE_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

CODE
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_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미니멀 가치 제공
Pill Cabine
EMKO사에서 제작한 필캐비닛(Pill Cabine)은 작은 알약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온 1인용 테이블 임. 알약이 반으
로 나누어 지는 방식처럼 선반을 펼치면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하단은 별도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음. 새
로운 작업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며 평소에는 숨겨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줌.

SOURCE｜emko.lt/pill

Shift
2018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재활용 섬유로 제작한 유연한 선반 시프트를 공개함. 버려진 섬유을 재활용하여 선반
을 제작하였으며 별도의 나사 또는 볼트 사용 없이 접어서 자석으로 고정이 가능함. 패널 아래 브래킷을 연결해 고정
하면 선반으로 활용되며 접어두면 음향 패널로 사용이 가능함.

SOURCE｜layer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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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_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미니멀 가치 제공
MINI Living
미국 LA에서 지역 건축회사 프리랜드벅(FreelandBuck)과 협력하여 LA 시내의 미사용 다락방에서 개발된
마이크로 아파트 개념의 건축물. 15평방미터 규모의 기본 구조를 위치에 따라 조정하여 '공간의 창조적 사용'
이라는 MINI의 핵심 원리는 혼잡한 도심에서 혁신적인 생활 솔루션을 제공함.

SOURCE｜damnmagazine.net

Tiny Home Bed
로잔 예술학교 졸업생인 장예슬의 디자인으로 수납장이 함께 있는 Tiny Home Bed.
1인 가구나 작은 집에 최적화된 이 침대는 매트리스 밑에 충분한 수납공간을 두어 공간활용이 높고 나무 프레임과
직물로만 만들어서 가볍고 조립이 간편함.

SOURCE｜dezeen.com

- CODE_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Odger
스웨덴 가구 제조사 이케아와 디자인 스튜디오 폼 어스 위드 러브의 협업 디자인. 재활용되는 폴리프로필렌과
나무 톱밥을 하나로 뽑아내는 친환경 우드 플라스틱 소재로 나사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열쇠 모양의 손잡이를
돌려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내구성이 좋고 조립 방법이 매우 간단함.

SOURCE｜ikea.com

Zens collection
중국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Zen' 을 위해 일본 스튜디오 '넨도' 에서 디자인한 인테리어 소품. 한자를 모티브로
3차원 도형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배열한 'picto', 나뭇가지에 새가 날아들어 앉는 것에서 착안한 'chirp', 동글
동글 귀여운 조약돌 느낌의 'stone'의 세 가지 컬렉션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음

SOURCE｜nend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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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gle
스타트업 시티버드(Citybirds)에서 만든 가장 얇고 가벼운 전기 스쿠터 '이글(Eagle)'. 곡선적인 프레임의 미니멀한
디자인은 모노코크 구조와 만나 매우 가벼우면서 성능과 강도를 극대화함.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킥보드 핸들이 내장된 대시보드 제어가 가능함.

SOURCE｜citybirds.it

TROVE

Minimbike

영국 런던의 디자인 스튜디오 레이어(Layer)와 핀테크 스타트업
트로브(Fintech startup Trove)가 협업하여 개발한 지출과
거래를 위해 통화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웨
어러블 기기. 심전도(ECC)센서가 포함되어 있어 생체 인식
으로 기기 잠금 해제가 가능하고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
되어 사용자의 스마트폰과 통신하며 자금을 액세스할 수 있음.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등 디지털 개인 장치로 맞춤
설정하여 모든 운동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실내 자전거 미님바이크(Minimbike). 조형물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과 플라스틱 재질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미적 디자인과 기능성을 높임.

SOURCE｜layerdesign.com

SOURCE｜minimfit.com

- CODE_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BORA Professional Cooktops
BORA Professional Cooktops은 2018 Red Dot 수상작으로 심미성, 실용성, 기능을 접목시킨 미니멀한 주방
조리기기임. 주방 조리용 인덕션 팬 두 개와 레인지의 환풍기를 하부장으로 히든시켜 공간 활용을 높임.

SOURCE｜kitchenculture.com

Drawasher

Dish Drawer™

겉모습으로는 테이블이나 스피커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1인 가구와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랍형 세탁기 임. 전면 부분 디스플레이를 터치하여 세
탁 코스 선택이 가능하며 세탁물은 서랍을 열어 넣어서 세탁
을 실행 시키면 됨. 완료 시에는 하단 공간을 이용하여 옷걸
이에 걸고 건조 시킬 수 있음.

SOURCE｜behance.net

주방 제품군 전체에 걸쳐 조화를 이루고 인체공학적으로
개선된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로 디자인된 서랍형
식기세척기.
스테인리스 스틸과 내구성이 뛰어난 경량의 폴리프로필렌
을 사용하였고, 식기 제품 재질과 양에 따라 15가지 세척
프로그램으로 세척, 건조, 위생의 성능과 사용감을 높임.

SOURCE｜fisherpayk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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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기숙사나 1인 가구 등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휴대용 주방 어셈블리. 이동이 용이한
상자 안에 7in1 세트로 도마, 인덕션, 냄비, 팬, 식기, 수저, 선반 등이 수납 되어 있음.

SOURCE｜rca.ac.uk

Tetra
국제가전박람회 CES 2018에서 공개된 테트라(Tetra)는 2~3인용 정도의 식기세척기 겸 전자레인지임. 별도 배관이
필요 없으며 기존 식기 세척기와 비교하여 작은 사이즈로 공간의 활용이 높으며 1년 1,500 갤런 정도 물 절약이 가능.
가습기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가 물과 세제를 넣어주면 10분 내 외로 설거지가 완성 됨. 약 82도 까지 온도가
뜨거워지며 각종 식 기구 세척 및 아기용품 소독, 섬유제품 세척, 음식조리 등이 가능함.

SOURCE｜digitaltrends.com

- CODE_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

CODE
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_외관상 미니멀 가치 제공
Bridge Collection
브릿지 컬렉션 스위치는 심플하고 순수한 구조로 마치 시소나 다리가 연상됨. 이 스위치는 디자인, 인체공학, 단순함과
전통이 융합되어 있음. 또한 다양한 고퀄리티 소재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으며 바닥 부분은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
늄, 황동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알루미늄 색상의 옵션 선택이 가능함.

SOURCE｜fontbarcelona.com

10+air
컴팩트한 사이즈의 이 공기청정기는 실내 좁은 공간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여 효과적으로 공기 정화를 해주며
쾌적한 생활을 지원해줌. 2018 IF 어워드 수상작.

SOURCE｜ifworlddesigngu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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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ro Smart Side Table
다양한 기능이 녹아 있는 미니멀 가구 형태의 올 인원 가전. 제품 상단은 디지털 기기들의 무선충전이 가능하며 내부는
모션센서가 내장되어 야간조명, 지능형 수면모드, 무드 등과 같은 시스템과 블루투스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음.
열 전기 쿨러기능의 냉장 서랍은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게 해주며 앱을 통하여 업데이트 및 원격제어를 할 수 있음.

SOURCE｜storebound.com

HP Elite Presenter Mouse

ZMI Space Power Bank

마우스와 포인터 기능이 합쳐진 다기능 마우스.
기능과 휴대성이 높으며 슬림한 형상으로
포인터로 사용하다가 중앙 부분을 회전 시키면
마우스 모드로 활용이 가능함.

세계 최대의 보조배터리 업체 ZMI에서 제작한 이 보조배터리는 미학과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디자인을 보여줌. 외관은 pvd도금 처리된 4K 광택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었으며 곡선 디자인으로 정교하며 손에
잡히는 그립감이 좋음. PD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새 아이폰에 맞춰
전 세계 최초 싱글 C타입 포트가 장착되어 충전과 전력공급에 사용됨.

SOURCE｜hp.com

SOURCE｜ifworlddesignguide.com

- CODE_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Arktis
협소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팩트한 크기의 밥솥. 조작 부를 간편하고 미니멀하게 제작하였으며
홀로그램 UI 기술을 적용하여 밥솥의 조작 부분을 제품 전면 하단 부분에 홀로그램으로 투사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
사용자는 간단한 제스처를 통해 기능 및 조리법 등을 컨트롤할 수 있음.

SOURCE｜yankodesign.com

+ KITCHEN SCALE
미니멀한 사이즈와 디자인으로 프로젝트 빔이 저울에 내장되어 있어 사용 시 싱크대나 주방 상판 위 등 다양한 곳을
스크린으로 사용하여 저울에 숫자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UI의 확장을 구현해줌. 저울에는 모션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사용자 제스처에 따라 사용법을 리셋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

SOURCE｜eamdesig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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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_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미니멀 가치 제공
Tesla's New Electric Semi-Truck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트럭 세미(Semi)는 한번의 충전으로 최대 300마일, 약 483Km를 주행 가능함.
컨테이너 박스가 공기 저항을 직접 받지 않도록 에어로킷을 적용 하였으며, 운전석은 차량의 정 중앙에 설계가 되
어 있으며 양옆에 설치된 2개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네비게이션이나 사각지대 모니터링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음.

SOURCE｜electrek.co

Honda Urban EV Concept
1970년대 Civic 및 N600 모델을 참고한 복고풍의 디자인에 첨단기술이 내재된 작고 스마트한 전기자동차.
자동차 전면 화면에 대화식 메시지 및 충전 상태가 표시되어 편리함을 더함.

SOURCE｜popularmechanics.com

- CODE_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

CODE
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_에너지 절감으로 경제적 가치 제공
Svart Hotel
노르웨이의 유명한 피요르드에 지어지는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설계의 '스바르트 호텔'.
노르웨이 건축 디자인 회사 스너헤타가 설계한 이 호텔은 미래지향적인 외관과 노르웨이 전통 건축 방식 으로 디자인하여
기존 호텔에 비해 전력 소비율이 85% 낮고, 태양열 집열판을 통해 자체 에너지 생산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SOURCE｜snohetta.com

Living Light

SOUL Solar Scroll

네덜란드 디자이너 Ermi van Oers의 디자인 '리빙 라이트(Living Light)'
는 식물의 광합성을 이용해 전력을 얻는 램프로 미생물을 사용하여
식물이 광합성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화학 에너지를 전류로
변환하는 원리. 식물이 24시간 광합성을 하여 생성된 전력은 램프를
30분간 켤 수 있을 정도의 양임.

중국의 스타트업 '솔 인밴션즈' 에서 개발한 스크롤
방식의 태양열 충전 방식 보조배터리. 태양열을
흡수하는 패널이 얇은 필름 형태로 제작되어
부피가 작고 가벼워 휴대성이 좋음.

SOURCE｜livinglight.info

SOURCE｜soulinventi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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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_에너지 절감으로 경제적 가치 제공
Patch
미국의 디자인 스튜디오 'UM 프로젝트' 에서 개발한 가구 'Patch'.
태양전지 패널이 장착된 실외 벤치가 전기를 발생시키고 거울과 정원 디테일의 요소를 포함한 가구가 전기를 저장
하여 미니 발전소 역할을 함.

SOURCE｜umproject.com

XIA

AquaBoy Pro II

센서를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무선 장치. 도어와 천장 센서가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방안에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15분 내외 아무도
없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IR 신호를 보내 에어컨을 꺼지게
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줌.

공기 중의 수분을 모아 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된 'Aqua
Boy Pro II' 는 지구의 부족한 지하 수자원을 보존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개발됨.
7개의 필터링 시스템으로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물의 생성
량은 7~18L로 뜨거운 물도 가능함.

SOURCE｜kickstarter.com

SOURCE｜atmosphericwatersolutions.com

- CODE_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Sunflower
미국 로보틱스 기술 회사 쉐이드크래프트에서 2018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 세계 최초 태양 추적 자율
그늘막 로봇 선플라워를 공개함. 360도 카메라, 스피커, 풍속센서가 탑재되어 있음. 태양 전지판이 저장된 에너지는
약 72시간 정도 사용 할 수 있으며 음성인식으로 제어가 가능함.

SOURCE｜shadecraft.com

Reborn Light

Kvaern E-Bike

오래된 전기 차 배터리를 재활용한 태양열 가로등.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하고 태양열 패널을 설치한 가로등을 통해
전기가 저장되는 방식. 야간에 LED 가로등 조명의 전원
공급이 가능함. 닛산은 일본에서 테스트한 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제품을 본격 설치할 계획임.

덴마크의 스타트업 크반에서 개발한 태양전지 패널 충전과
조합된 전기 자전거 E-바이크.
개인의 도심 교통수단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자전거로 태양 충전 시스템을 조합한 자연 친화적인 운송
수단임.

SOURCE｜nissan.co.jp

SOURCE｜kvaer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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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MODULE 01
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미니멀한 생활 환경

IT 기술과 결합한 팝업 형태의 인테리어/ 원터치로 이동 가능한
필요한 만큼 만 사용 가능한, 이동 / 휴대 가능한 콤팩트 사이즈의 디바이스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는 초소형의 도어벨 시스템 / 사용자 맞춤방식의 인테리어 요소와 결합
개인맞춤 방식의 프레임 디자인

- CODE_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DESIGN MODULE 02
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소비의 최소화

친환경적인 에너지 / 에너지 효율 및 비용을 절감하는
태양 에너지와 결합된 생활 속 디자인 기기 /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한
안전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 부분 사용이 가능해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 시각적인 인터페이스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한 / 인공지능 키트
한눈에 시선이 가는 직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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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DE 03
유해 환경을 없애라

-

자연재해 및 각종 범죄, 해킹사고 등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위험상황들이 평안한 일상을 위협하면서 대비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집안의 보안과 관리를 사용자가 손쉽게 제어할 수 있으며 직관적으로 한눈에
확인하기 쉬운 UX 환경과 첨단 보완 시스템과 결합된 스마트 기술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디자인의 모습으로 제안되고 있다.

·가사 노동
절감으로
신체 자유 제공

·행위 최소화로
편리함 제공

가사노동을
줄여라

MINUS
CODE
불필요한것을
줄여라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미니멀
가치 제공
·에너지 절감으로
경제적 가치 제공

유해환경을
없애라

·유해환경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유해환경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

- CODE_유해환경을 없애라

-

CODE
유해 환경을 없애라 _유해환경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
Mycroft Mark II
개인 정보 유출과 해킹의 피해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스피커. Amazon Echo, Google
어시스턴트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개인 정보 기능을 강화함.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용자도 언제든 철회가 가능
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권을 강화하였으며 공개를 원하는 데이터만 오픈 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 성능을 활용
하는데 사용됨.

SOURCE｜kickstarter.com

Akita
집안에서 사용하는 개인 스마트 기기에 대한 해킹과 정보 침해와 같이 외부의 침입 시도가 있으면 알려주는 보안 기기임.
디바이스의 행동 분석, 머신 러닝 기술을 활용하며 시간이 갈수록 보안이 더욱 강화됨. 스마트홈에 연결된 디바이스를
스캔 한 후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하게 되면 외부의 침입으로 인지하여 스마트홈 네트워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시
종료해주어 해킹과 악성코드로부터 지켜줌.

SOURCE｜kickstar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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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유해 환경을 없애라 _유해환경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
Halberd

Hive View

개인용 PC의 보안을 위하여 간편하게 잠그고 해제할 수 있는 기능
의 휴대용 블루투스 장치임. 사용방법은 할버드(Halberd)
를 몸에 지닌 상태에서 PC와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며 PC
가까이 다가오면 잠금이 풀리는 방식으로 개인 보안을 지원해줌.

큐브 형태의 보안 카메라 모듈을 분리하여 벽이나 테이블
등 다양한 곳에 배치가 가능. 동작이나 소리를 감지하여
녹음기능이 작동되며 사용자의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여
경고를 보내줌.

SOURCE｜gkaccess.com

SOURCE｜hivehome.com

Nomad

myFirst Fone S2

5.5 인치 길이와 실린더와 같은 형태로 HD 카메라, 동작감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음. 호텔, 사무실, 캠프장 등 다양한 장소
에서 보안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동작, 진동, 빛, 연기
를 감지할 수 있으며 스마트 폰 앱과 연동하여 원격 모니터링
이 가능.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손목시계형
스마트폰. 부모와의 음성통화 및 실시간 위치 추적, SOS
콜, 운동량 체크 등을 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낯선 사람의 전화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줌.

SOURCE｜getnomad.net

SOURCE｜oaxis.com

- CODE_유해환경을 없애라

Olarm
지능형 센서를 통해 집안의 보안을 감지해주는 스마트 보안 시스템. 집안 곳곳에 부착된 센서들은 침입자에 대한 움직임,
수도나 연기가 새는 것에 대한 감지나 실내의 온도, 습도에 대한 측정으로 화재에 대한 감지가 가능. 주변 열과 움직임을
그리드로 만들어 분석하며 내장 마이크가 탑재되어 움직임과 소리의 신호를 감지함.

SOURCE｜olarm.net

OVAL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위험상황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위험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센서 시스템.
작은 사이즈 형태로 움직임, 온도, 습도, 누수, 빛 세기 등을 측정하여 위험상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보안
설정은 1부터 10사이로 설정이 가능함.

SOURCE｜indiego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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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유해 환경을 없애라 _유해환경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
Latch M Series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으로 방문자가 있을 시 자동으로 사진촬영을 하여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스마트
카드, 스마트폰, 보안 코드 등 방문자 확인 등을 해주며 잠금 해제가 될 때마다 암호화된 블루투스로 연결해 데이터
를 안전하게 동기화 해줌.

SOURCE｜latch.com

RING

Nest Secure

링은 초인종이 울리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영상을 전송하며 침입자일
경우 경찰에 신고까지 해줌. 카메라와 초인종과
같은 장비들이 통합되어 집안 보안을 강화 시켜줌.

네스트에서 공개한 가정 보안용 제품 라인업. 홈시큐리티를
관리하는 네스트 가드, 집안에 필요한 곳에 부착하는 네스트
디텍트, 휴대가 가능한 네스트 태그, 원격으로 홈 시큐리티를 관리
하는 네스트 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서와 중앙 통제 장치로
안전한 가정생활을 지원해줌.

SOURCE｜shop.ring.com

SOURCE｜n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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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Escape Filter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유해 독성물질이 호흡을 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 연기를 거를 수
있는 필터 디자인으로 컴팩트한 사이즈와 경량 소재로 평소에는 펜처럼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다가 화재 시 양 옆에
덮개를 펼쳐 코에 꽂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호흡을 도와 화재 현장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줌.

SOURCE｜yankodesign.com

LIFE CLOCK

Shelter In Place Safe Rooms

탁상시계와 결합된 재난 대비 키트 디자인.
미니멀한 디자인의 인테리어 소품과 같은 외관으로 비상
시에 가방처럼 열 수가 있음. 호루라기, 깃발, 압박붕대, 체온
보온 포 등 다양한 재난 관련 아이템이 장착되어 재난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음.

각종 자연재해 및 총기 사고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된 교실 대피소. 방탄소재로 제작
되었으며 공기 여과 시스템, 비상전원, 외부 상황 확인이
가능한 보안 카메라 등이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안전사고
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음.

SOURCE｜kgcbrand.com

SOURCE｜shelterinpl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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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Z Bottle
텀블러 자체 물 정화 기능을 통해 바이러스, 박테리어 제거 및 세척 가능. UV 램프 고농축 280nm빔으로 텀블러에 담긴
물을 60초 내 완벽하게 정화하며 병 내부 오염물질을 99.9% 제거 가능. 사용방법은 물을 채운 후 뚜껑 상단 버튼을
누르면 60초간 소독이 시작되며 소독 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음. USB 충전으로 2개월 사용할 수 있음.

SOURCE｜kickstarter.com

LaVie

Mitte

자외선을 이용하여 물을 살균 하는 기기임. 전용 용기에
물을 받은 후 상자에 넣으면 UV-A가 15분 동안 분출되며
자외선이 꺼지면 살균 완료된 물을 마실 수 있음.
CES 2018 친환경/ 지속 가능한 상품 수상작.

자연의 물 순환 과정에서 영감을 얻어 미네랄 카트리지를 재현
하여 가정용 식수를 제공해주는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함.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여 물 소비량 추적, 커피, 차 제조 등
을 지원해줌.

SOURCE｜kickstarter.com

SOURCE｜mitte.co

- CODE_유해환경을 없애라

Brushean
화장용 브러쉬 살균 기기. 물 세척으로는 100% 제거가 어려운 세균 및 바이러스를 UVC LED기술을 통하여 99.9%
안전하게 없애주는 스마트 뷰티 장치임. 유압식 리프트 기술과 더스트 커버를 통해 세균 제거 및 먼지 없이 깨끗하게
브러쉬를 보관할 수 있음.

SOURCE｜brushean.com

Ellumi Undercabinet Lighting

Mesopaper

실내 박테리아 살균 기능이 내장된 LED 조명.
다양한 공간에서 연결하여 간편하게 사용이 용이함.
조명을 켜는 것만으로도 물체의 표면을 소독할 수 있으며
사람과 동물에게는 무해함.

박테리아와 납을 제거할 수 있는 종이 정수 필터. 대나무 섬유
소재의 생분해성 종이 필터를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형태로
성형이 가능함.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음.

SOURCE｜evolutionlightingllc.com

SOURCE｜mesofil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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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afeguard
아이들의 바른 손 씻기 습관을 위해 제작된 디스펜서. 손을 가져다 대면 비누가 나오며 20초의 카운트 동안 소형
프로젝트에서 나온 가상의 세균 이미지가 사용자의 손에 투영되며 주어진 시간 동안 게임을 하듯 가상의 세균을
씻을 수 있도록 유도해줌.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세척된 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함.

SOURCE｜michaelmorath.design

UV Bar
수건걸이에 탑재된 UV 조명으로 박테리아를 제거해 젖은 수건을 살균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도와줌.
Red dot Award 수상작.

SOURCE｜yankodesign.com

- CODE_유해환경을 없애라

Sense
주변 환경을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조언을 해주는 웨어러블 환경 감지기기. 머신 러닝 기능으로 정보가 축적될수록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소음, 기압, 고도, 유기 화학물질(VOCs) 등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경고함. 작은 사이즈로 벽, 가전제품, 가방,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부착이 가능함.

SOURCE｜kickstarter.com

UV Sense
손톱에 부착해 자외선을 측정하는 배터리 프리 웨어러블 UV 센스(UV Sense). 자외선 안전행동 장려와 피부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네일 아트처럼 손톱에 붙이면 자외선 노출 지수측정 및 자외선 노출도에 따른 조치를 알려줌.
근거리 무선통신(NFC)를 통해 노출된 정도 및 자외선 대피 및 안전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달해줌.

SOURCE｜deze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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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zi
대기오염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하고 면역체계가 낮은 유아들을 위한 휴대용 공기청정기. 이동 시 유모차 카시트에
부착할 수 있도록 베개 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며 센서를 통해 유아의 얼굴 주변 공기를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정화
시켜줌. 센서가 수집한 환경정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세먼지가 양호한 지역에 대한 이동 루트 정보 공유가 가능.

SOURCE｜brizi.com

Twoway

Kloters

공기청정기와 테이블 기능이 결합된 제품으로 90도 회전이
가능하며 수직으로 세워 공기청정기로 사용하거나 펼쳐
놓아 테이블로도 사용 가능함. 나무와 직물 소재로 제작
되어 있으며 가볍고 이동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
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티셔츠 한 장으로 자동차 2대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
을 정화 시키는 효과가 있음. 티셔츠 외부의 바깥부분
은 오염된 공기를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하며 중앙의 흡수
층은 나노 분자로 오염물질을 가두는 방식임.

SOURCE｜yankodesign.com

SOURCE｜repair.kloters.com

- CODE_유해환경을 없애라

Cozy table
사이드 테이블과 결합된 실내 공기 정화기로서 테이블 상단 표면에 모바일 충전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가구와
가전제품의 기능을 모두 구현해줌.

SOURCE｜yankodesign.com

Magic of Water

Elica wave

알루미늄 소재의 모래시계 형상으로 제작된 공기청정기. 평상시에는 인테리어 전등으로 사용하며, 요리나 환기가
어두운 장소에서는 물방울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착시 필요할 시에 환기나 렌지후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효과가 연출됨. 1초당 천 만개의 음이온이 방출되며 다양한 공기청정 기능 및 이온발생기능이 결합되어 있음.
공간에서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이 가능.

SOURCE｜kickstarter.com

SOURCE｜eli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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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e

570 Broome

글로벌 타이어 회사인 굳이어에서 개발한 광합성 작용으로
공기를 청소하는 타이어 'Oxygene'. 내부에 채워진 천연 이끼
들이 도로 표면에 있는 수분과 외부 공기를 흡수하여 광합성
을 일으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원리로
공기 청정 효과 발생. 또한, 광합성 작용으로 소량의 전기
를 발생시켜 타이어 측면의 LED를 밝히는 데 사용함.

뉴욕 소호 거리에 설치된 공기 정화 기능이 탑재된 친환경
방식의 고층 아파트. 특수 건축자재를 압축과 경화를
통하여 제작하였으며 깨끗한 소재와 공기정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주변 공기를 화학적 구조로 변화시켜주며
온실가스 및 유해 오염 입자를 무해한 성분으로 방출 시킴.

SOURCE｜dezeen.com

SOURCE｜neolith.com

NATADE

CityTree

공기청정 기능을 가진 식물재배기로서 식물 환경 정화
기술을 사용하였으며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을 제거
해주며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공기 오염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집안의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컨트롤이
가능함.

이산화탄소 및 공기 오염 물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난
이끼를 사용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시설물. 촘촘한 이끼를
벽 한 면에 설치하면 나무 275그루의 공기정화 효과를
볼 수 있음. 내장 센서와 IOT 기기는 이끼 상태 및 공기정
화 효과를 실시간 모니터링 해줌.

SOURCE｜kickstarter.com

SOURCE｜greencitysolutions.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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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finity
실내 공기 상태 측정, 공기 정화 아로마 테라피 등의 기능이 결합된 지능형 실내 공기 관리 시스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관리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공기 관리 시스템에서 원하는 제품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함.

SOURCE｜olfinity.com

Airmega 400S Smart HEPA

Plant Life Balance

스마트 슬립 모드가 장착되어 있어 빛 센서가 어둠을 감지
하면 곧바로 취침모드로 돌입해 팬 소음을 최소화해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어 가능하고 공기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약 1,560평방 피트 공간을 정화 가능하며 1 미크론
크기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음.

원하는 공간에 화분을 가상으로 배치해보며 그에 따른 공기
질과 웰빙 지수까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의 취향,
가족 형태, 식물 스타일을 고른 뒤 공간 촬영 후 취향에
따른 식물 크기, 종류를 입력하면 개선될 공기 질과 웰빙
지수의 향상된 결과를 미리 알려줌.

SOURCE｜kickstarter.com

SOURCE｜plantlifebala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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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QLAR
휴대가 간편한 개인용 공기청정기로서 제품 바디는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TPE 물질이 코팅된 홈들이 있으며
공기청정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닫히는 유연한 실리콘 구조임. 흡입된 공기가 필터를 통해 정화되어 다시
분출됨. 공기가 정화되는 모습을 빛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SOURCE｜behance.net

MIJIA CAR AIR PURIFIER

LUX

헤드레스트 장착식 샤오미 차량용 공기청정기.
H11 고효율 필터가 탑재되어 있으며 모바
일 앱과 연동하여 컨트롤 가능.

차량용 공기청정기와 휴대 가능한 공기 모니터링 장치를 결합한 제품.
차량용 컵 홀더에 거치할 수 있는 미니멀한 형태. 광촉매 산화를 통한
공기 여과 기술로 공기정화가 가능하며 탈착식 구조로 차량뿐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음.

SOURCE｜mi.com

SOURCE｜behance.net

- CODE_유해환경을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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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MODULE 01
유해환경을 없애라
유해환경 없는 안전한 생활 환경

음성인식 시큐리티 시스템 / 콤팩트한 사이즈의 보안 카메라 / 숨겨진 기술을 통해 안전지원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보안 로봇 / 온라인 해킹 방지 보안 기기 디바이스
작고 가벼워 부착이 용이한
안전관리 지원 / 지진, 화재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 탐지, 움직임 인식, 대처 시스템이 향상된
디바이스 안전정보를 전달하고 개인 모바일 디바이스와 연동되는 / 사용자의 안전을 배려하는
실내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 시각적으로 인지가 쉬운

DESIGN CODE 03

DESIGN MODULE 02
유해환경을 없애라
유해환경 없는 건강한 생활 환경

응급상황 / 유해환경의 대비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콤팩트한 사이즈로 이동이 편리한 / 유해물질 감지센서
공간 제약이 없는 /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한 / 불안감을 감소시켜주는 / 개인 맞춤 방식의 유해성분
테스트 기기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쉬운 / 생활에 일부처럼 느껴지는
나노 기술 분자 정화 시스템 / 모듈방식의 필터 조합형 공기청정기 / 기능을 추가하거나 더 할 수 있는
맞춤방식이 가능한 /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제공 / 모바일 App / 친화적인 디자인 / 심미적 디자인
인테리어 요소와 결합된 디자인 /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 스스로 환경을 감지하고 정화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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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SHAPE) 01
효율적인 합체, 분리, 이동, 사용의 편리함

접이식 방식, 효율적인 공간 절약

서랍형

히든, 익스텐션, 시각적인 단순함. 미니멀

생활 소품과 결합된 형태,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룸

가변적 유닛으로
유기적인 연결감, 공간의 효율적 활용

인테리어요소 역할을 하는,
히든 및 부착된 형태

DESIGN CODE 03

형태(SHAPE) 02
미니멀, 원통형, 휴대가 용이한

미니멀하며 조작이 쉬운,
콤팩트한 사이즈

스퀘어 타입

패치방식

볼륨감 있는 원통
및 부드러운 라인

작고 가벼운, 부착이 용이한 버튼 형태

탈착이 용이함, 쉽게 연결이 가능한

불필요한 것을 제거 자연에서 모티브를
하는 심리스(Seamless) 얻은 친근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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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SHAPE) 03
미니멀한 형태의
이동기기, 소형화

벽걸이형태, 심플한

큐브형태의, 가변적인, 모듈형, 나만의 맞춤
스타일이 가능한, 조립방식으로 결합이 가능한, 분리가 쉬운

손목에 감기는 밴드형,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맞춤화된

가변적 유닛으로 유기적인 연결감,
공간의 효율적 활용

콤팩트한 사이즈 가전 및 가구

클립 형으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과 공공시설의 결합, 기능을 공공시설에 탑재

몸에 걸쳐 사용이 가능한
신체를 사용하지 않고도 작동이 가능한

플랙시블 타입

DESIGN CODE 03

인터페이스(INTERFACE) 01
직관적인 정보제공,
재미적 요소를 부여한 UI

사용자 필요에 따라 원하는 기능을 입력 가능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레시피 정보를 제공해 요리 도모, 자동시스템

공간에 제약 없이 원하는 공간에 펼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능

빛을 통해 시각적으로 오염물질을
온도를 인지하게 해주는 감지하는 페브릭

터치 스크린이
구현

자가 에너지 발전기와
저장 시스템

빛으로 반응하는

307

2030
FUTURE VISION CODE 4.0

PART 3. 디자인 개발 방향 제시하기: SUGGEST

인터페이스(INTERFACE) 02
직관적이고 간단한 행위로 컨트롤이 가능한

화재, 연기, 유해물질에 반응하는 센서

숨은 기술과 결합된 인테리어 가구, 공간에 조화로운

모바일과 연동된, QR
코드를 통한 스마트라벨

쳇봇 서비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보다 명확한

조작하기 쉬운 U I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수집/ 관리/ 분석
및 정보예측이 가능한 지능형 플랫폼

모바일과 연동되는, 자동화된 기능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소비자 서비스 영역 확장

버튼을 눌러 작동함, 스캔기능으로 동작

실시간 사용량을
측정하여 수치 제공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시키는 기술

모바일과 연동된, 시큐리티 보안 도어락 시스템

DESIGN CODE 03

인터페이스(INTERFACE) 03
사용자 필요에 따라 원하는 기능을 입력 가능

모션만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사용자의 동작인식 (박수, 제스처, 기타)를 인식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줄여주는

사용자 음성인식으로 반응하는

찾기 쉬운, 시각적
으로 주목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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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COLOR) & 소재(MATERIAL) & 마감처리(FINISHING) 01
가벼운 소재, 산뜻함이 느껴지는 밝은 톤의 팝업 컬러,기능을 구분 지어주는 다양한 컬러 제공

천연 자연 소재((나무),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간과 조화를 이룸, 친환경 우드 플라스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부드러운 색감의

인체에 무해한
항균 실리콘 소재

생분해성
종이필터 소재

버려진
섬유의 재활용

태양에너지 패널과 결합된 건축 및 인테리어 용품 소재, 태양열 패널을 통해 에너지 생산을 하는 건축물, 가구, 이동수단

DESIGN CODE 03

칼라(COLOR) & 소재(MATERIAL) & 마감처리(FINISHING) 02
스테인레스 스틸,
경량 폴리 프로필렌

탄소섬유, ABS 수지

플라스틱, 세라믹, 가벼운 소재, 유연하고 견고한 소재

이끼, 식물과 연결된, 공기청정기능

전도성이 큰
알루미늄

섬유소재 식기류

폐기된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

박테리아 및 유해성분을 감지하는 패브릭

가시성을 높여주는, LED로 색이 변화하는

LED를 사용한 살균기기

재해에 대비하는
특수 유리소재

LED 벽지

통기성과 열 배출이 높은 패브릭 소재

방탄소재를 사용한
대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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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03.
- CODE
가사 노동의 불편함을 도와주는 스마트한 가전제품은 편리함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 행위와 노력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동작, 습관, 음성을 인식하는 지능화된 센서가 공간, 가전 및 기기들
을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동, 합체,
변형이 가능한 내부 시설과 제품들이 소형화, 슬림화 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건축 및
기기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최적화된 에너지 관리 디바이스로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연재해, 각종 범죄, 해킹사고 등 예측하지 못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안 및 안전 관련 제품들로 최적
화된 환경을 지원하며, 환경오염, 방사능 물질, 바이러스 등 다양한 환경 유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기능들이 생
활 용품에 결합되어 쾌적한 환경을 지원해줄 것이다.

DESIGN CODE 도출
MEGA CODE

SOCIETY

HUMAN COD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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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CODE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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