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nkind has been attempting to live a happy and safe family life in a residential space. Due to the advent of
the mobile phone in the 1990s and the smart phone in the 2000s, whe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ge came,
human life has been innovatively changed. The revolution of human civilization led to the Neolithic Revolution and the
Iron Age, followed by a smart phone revolutionizing human life, and the revolution faces with the era of
info-communication, smart phones became a daily life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n era of info-communication technology (ICT), creating a new paradigm across human life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oT, big data, mobile, and cloud. The smart home is
actively researched in a direction to support the overall human life as a representative future residential culture
paradigm. However, the study considering the needs according to the lifestyl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living
space and human lifestyle of the Phono Sapiens era where smart phones live like daily life was relatively insufficient.
In addition, research on smart home service design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apartment residential space planning
stage. Therefor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suggesting the direction of research on human-centered smart home
service desig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iving space and resident‘s life-style in the smart phon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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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

(BigData), 로봇(Robot) 그리고 모바일(Mobile) 등

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끄는 차세대혁명이다. 인류문명의

역사에서 혁명적으로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 온 문

명의 패러다임 변화는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

치며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이끌어왔다. 인

류문명은 신석기혁명, 철기시대,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통신혁명으로 이어지며 인류 주거문화와 인간

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측면에서도 혁신을 이끌어

왔다. 인류문명의 혁명적 관점에서 1990년대 모바

일 폰과 2000년대에 등장한 스마트 폰은 인간의 라

이프스타일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버스를 기다

리며 언제어디서나 스마트 폰을 통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TV를 시청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주거문화에서는 대표적인 주거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스마트 홈을 통해 외출 시 스마트

폰으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집안의 조명을 켜고 방

안의 온도를 따뜻하게 조절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

러나 기존의 스마트 홈에 관한 연구는 기술집약적

으로 연구 개발되었으며 인간의 라이프스타일과 주

거공간별 특징에 따른 니즈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

으로 미흡하였다. 하지만 스마트 홈은 기술집약적

인 최첨단 주거환경이기 이전에 인간이 가정을 이

루고 살아가는 개인적이며 사적인 주거공간이다.

정보통신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스마트 폰

이 일상생활이 된 현 인류가 살아가는 시대 즉, 포

노 사피엔스(Phono Sapience)시대의 인간의 라이

프스타일과 주거공간별 특징과 니즈(Needs)가 고

려된 인간중심적스마트 홈 서비스디자인에 관한 연

구는 스마트 홈 서비스와 주거공간계획단계에서부

터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스마트 폰이

일상생활이 된 현 시대 즉, 포노 사피엔스 시대 인

간의 Personalized-Seamless 한 라이프스타일과

주거공간별 특징을 고려한 인간중심적인 라이프스

타일 케어 스마트 홈 서비스디자인 연구에 대한 방

향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스마트 홈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이

론적 고찰과 스마트 홈 전시관 사례분석으로 한정한

다. 연구방법은이론적고찰에서스마트 폰이일상생

활이 된 시대즉,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대한개념과

인간의 라이프스타일 특징을 고찰하고 포노 사피엔

스 시대 인간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지능형주거

환경요소 및 스마트 홈 서비스 유형을 분류한다. 사

례분석은 래미안 스마트 홈 전시관을 분석하여 라이

프스타일을 고려한 주거공간별 컨셉적 특징을 분석

하고스마트폰이일상생활이된시대를일컫는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ce) 시대의 Personalized-

Seamless 스마트 홈 서비스 항목과 지능형주거환경

요소 유형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내용분석과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Personalized-Seamless 지능형

주거환경요소와 스마트 홈 서비스 유형을 바탕으로

포노 사피엔스 시대 인간의 Personalized-Seam-

less 한 라이프스타일과 주거공간별 특징을 고려한

인간중심적인 스마트 홈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인간의 주거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주거란, 물리적인 개념의 주택이라는 건축물에서

인간이 가정을 이루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이웃과 지역사회와 더불어 생활해가는

주거생활환경을 의미한다. 주거생활문화는 문명과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해왔다. 대표적인 첨단주거

문화가된스마트홈의그근본에는안전하고행복한



A Study on The Personalized Seamless Smart Home Service Design for Life-style Care in Phono Sapience era 3

가정에 대한 인간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 집은 공간

을 단순히 구획하고 한정 짓는 물리적 장소의 창조

이면서도 특정한 공간 내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개

인과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방식을 담는 특성을 가

진다(Lee, 2003b). 또한, 집은 가족의 생활양식, 즉

가족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이 사회적, 경제적, 문

화적 양식에 기반하여 표현되는 주거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주거생활문화는 시

대, 지역, 계층, 사상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지속

되는 문화를 반영하면서 변화하는 생활양식이다.

따라서, 스마트 폰이 대중화되고 인공지능(AI), IoT,

빅데이터 등과 같은 기술이 주거생활문화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에 주거생활문화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간의 라이프스타일은 어떻게 변화하였

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2.2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개념과 의의

2.2.1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개념

스마트 폰은 인류문명의 혁명적 관점에서 신석

기혁명, 청동기시대 , 철기시대, 산업혁명, 정보통

신혁명으로 이어지는 혁명적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인류문명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그림 1] 인류문명혁명과 포노 사피엔스 시대 의의

스마트폰이등장한이후의시대를스마트폰이낳은

신 인류가 살아가는 시대인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ce) 시대라고 일컫는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

는 즉, 지혜를 가진 개인화된 스마트 폰을쓰는 인간

이 살아가는 시대로 정의된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

의의는 인류학적 문명전환의 관점에서 석기시대에

서 청동기시대 그리고 철기시대 인간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온 혁명적 개념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

끄는 정보통신기술(ICT)은 1990년대 모바일, 2000

년대 이후에 등장한 스마트 폰을 통해 가능해진

Personalized-Seamless 한 정보화와 지능화 시대

의 혁신을 주도해왔다. 2010년 이후스마트폰 대중

화는 2007년 아이폰(국내에서는 2009년 최초 출시

및 판매), 최초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 S가 2010년도

에 출시되면서 스마트 폰의 대중화를 이끌어 왔다.

스마트 폰은 탄생 10년만인 2018년에 36억명을 돌

파하였으며 스마트 폰 시장과 생태계는 빠르게 확대

되었다. 또한,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가 출시된 이후

22억명 사용자를 돌파하는데 걸린 22년의 오랜 기

간에 비해 스마트 폰 대중화는 출시된 지 8년 만인

2015년에 이미 20억명을 넘어섰다. 스마트 폰은 인

류의 라이프스타일에도 거대한 변화를 촉발시켰다.

인간의 한 손안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작고 가벼운

디지털 기기인 스마트 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네

트워크에 연결되어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수도있으며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친구가될수있게되었다. 스마트폰으로Personalized-

Seamless한 모바일메신저, 모바일인터넷, 모바일뱅

킹, 모바일 내비게이션, 모바일쇼핑, 모바일게임 등

이 가능해지며 인류는 스마트 폰을 통해 개인화되고

확장된 삶(Personalized-Seamless Life-style)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주거생활문화에서도 스마트

폰은가정내가전기기를제어하거나조명을켜고끌

수 있는 등의 스마트 폰이 일상생활이 된 시대 즉,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ce) 시대의 Persona-

lized-Seamless 한 주거생활문화에서의 새로운 패

러다임을 이끌고 있다.

2.2.2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라이프스타일

스마트 폰이 일상생활이 된 시대를 살아가는 현

인류의 라이프스타일즉, 포노 사피엔스시대 인간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스마트 폰 이용

자의 여가문화생활에 관한 자료를 고찰하였다. <표

1>은 2018년도 스마트 폰 이용자의 여가문화활동행

태를 조사한 통계청 자료이다. 30대의 경우 모바일

쇼핑(6.5%)과 인터넷 TV시청(3.5%)에서 가장 많

은 이용율을 기록하였다. 인터넷은 40대(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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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류 사례수 인터넷 모바일메신저 SNS 게임 TV시청 쇼핑 음악감상 인터넷TV
소계 9,918 31.3 17.9 14.6 14.1 4.4 3.9 3.8 2.7
남성 4,665 31.9 16.8 12.1 19.6 5 1 3 3.3
여성 4,533 30.7 19.1 17.3 8.4 3.7 6.9 4.6 2.1
15～19세 694 14.6 9.3 23.4 30.8 0.9 0.6 6.2 3
20대 1,457 26.9 8.8 22.8 18.1 2.2 3.5 5.2 2.3
30대 1,558 34 11.8 17.7 15.2 2.1 6.5 3 3.5
40대 1,982 40.1 15 10.7 12 5.1 5.5 2.9 2.7
50대 1,906 36.5 25.6 10 9.3 4.3 3.2 2.8 2.4
60대 1,093 23.5 34.2 9.1 10.3 9.9 1 3.8 2.6

70대 이상 508 19.4 30.3 9.6 9.9 10.8 1.8 6 2.6

<표 1> 스마트 폰 이용현황

출처 : 통계청. 스마트 폰 이용자의 여가활동, 2018.

50대(36.5%), 모바일메신저는개인시간이많은 60대

(34.2%)～70대(30.3%), 소셜네트워크(SNS)는 10대

(23.4%)～20대(22.8%), 게임은 10대(30.8%), 음악

감상은 10대(6.2%)/70대(6%)/20대(5.2%), 인터넷

TV에서도 10대가 30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대～20대는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부분, 30대

는 소셜커머스와 미디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과거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했던 중장년층도 포노 사피엔

스 시대에는 Personalized-Seamless하게 스마트

폰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

게 되었다. 또한, 대화가 단절되어 가던 중장년층이

아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가족 또는 지인과 활발

한 Personalized-Seamless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대중화되고 있다. 음악

감상 또한 감수성이 예민한 10대(6.2%) 다음으로

70대(6%)가 20대(5.2%)보다 많은 이용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개인시간이 많은 70대 실버들의 여가생

활문화로서 음악감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음원콘텐츠 시장과

소비형태에도영향을줄것으로파악된다. Persona-

lized-Seamless한 모바일 커머스의 경우온라인 쇼

핑과 모바일 커머스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축으

로 30대가 자리 잡았다. 직장생활로 바쁜 맞벌이부

부와 직장생활을 하는 1인 가구가 생필품 등을 모

바일 쇼핑을 통해 구매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Personalized-Seamless 라이프스타일을 가능하

게 한 스마트 폰(Smart Phone)을 통해 가족구성원

개인의 모바일 메신저와 소셜 네트워크(SNS)으로

분가한 가족과 소통이 강화되고 각자의 라이프스타

일에 맞는 개인화된 시간을 보내며 자기계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동일 공간 내에 있는 가족

간의 대화 단절로도 보여 질 수 있다. 스마트 폰이

일상생활이 된 시대 즉,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특징

은 Personalized-Seamless 한 일상생활이 가능하

게 인간의 라이프스타일은 변화하였다. 따라서, 포노

사피엔스 시대 인간의 Personalized-Seamless 라

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라이프스타일 지원’의 개

념이 지능형주거공간요소와 스마트 홈 서비스디자

인 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2.3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스마트 홈 서비스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이일상생활이 된

시대 즉,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인간의 라이프스타

일을 고려한 지능형주거환경요소와 스마트 홈 서비

스 유형으로 ‘Personalized-Seamless 라이프스타

일지원’의개념을주요항목으로도출하였다. ‘Perso-

nalized-Seamless 라이프스타일지원’ 개념을 바탕

으로 지능형주거환경요소와 라이프스타일 지원 기

반의 스마트 홈 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 내용분석과

유형을 분류하였다. 먼저, 한국스마트홈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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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따르면 스마트 홈 서비스란 주거환경에 IT를

융합하여 편익과 복지증진, 안전한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간중심적인 스마트라이프 주거환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출처 : 한국스마트홈서비스산업협회 사이트, 2020.

[그림 2] 스마트 홈 서비스 개념도

스마트홈서비스는건설, 가전, 통신, 교육, 방송산

업서비스 융합을 통해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대표적

인 미래주거환경이다. 2000년대 이후 구축된 인터넷

환경 기반의 지능형주거환경은 거주자를 위한 안전

성, 편리성, 쾌적성 그리고 정보화가 갖춰진 건축환

경 내 주거공간을 의미한다.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ce) 시대 스마트 홈 서비스는 스마트 폰을 통

해 집안의 가전기기와 환경을 제어하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개인화된 특징이 있다.

최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홈은 인간의 편리한 삶에

대한 추구와 함께 제한된 주거공간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미세먼지, 도시화와 같은 도시환경이슈

에 대응하는 주거복지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2.3.1 라이프스타일 지원 지능형주거환경요소

및 스마트 홈 서비스 유형

스마트 홈 서비스가 인간의 삶에 제공하는 가치는

안전한 삶, 편안한 삶, 경제적인 삶 그리고 즐거운

삶으로 선행연구 내용분석에서 정의된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건강하면서도 웰니

스를 추구하는 인간의 삶의 가치를 지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즉, 웰빙라이프에 대한 가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웰빙의 개념은 행복, 안녕, 복지, 복리의 뜻을

의미(김주형, 2004)하며 몸과 마음 건강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속감을 추구

하는 라이프스타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

고자 하는 친환경적 라이프스타일, 자기계발을 통한

자아성취감을 추구하는 여가문화생활 라이프스타

일, 휴식 및힐링 등의 심리적안정과 만족을추구하

는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한다. 기존의 선행연구

에서는 즐거운 삶에 대한 스마트 홈 서비스 제공가

치가 IPTV, Game 등의 엔터테인먼트 위주로 구성

되어 있으나 건강하고 웰니스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건강한 삶과 지식 및 교육기반의 자기계

발, 여가문화생활, 휴식 및 힐링 등을 추구하는 웰빙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즐거운 삶에 대한 지능형주거

환경요소와 스마트 홈 서비스 제공가치에 대한 연구

의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지능형주거환경요소를 웰빙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스마트 홈 서비스 제공가치에 대한 보완과 자기계발

을 위한 지식 및 교육 콘텐츠 기반 스마트 홈 서비

스, 힐링 및 휴식, 가사관리지원, 정보화 기반 홈 어

시스턴트 등에 관한 스마트 홈 서비스 선행연구, 스

마트 홈 서비스 유형을 분류한 선행연구를 통해 안

전성, 편리성, 경제성, 쾌적성, 건강지원성, 라이프스

타일지원성 6개항목으로지능형주거환경구성요소를

유형 분류하였다. 먼저, Personalized-Seamless 안

전한 삶의 제공가치를 지원하는 안전 및 보안을 위

한 안전성, 인간의 편리한 삶을 지원하는 홈 오토메

이션 및 제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지능형정보

화 기반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를 지원하는 편리성,

경제적인 삶을 지원하는 에너지관리를 위한 경제성

그리고 선행연구 내용분석을 통해 보완된 개념으로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건강 및 운동관리 헬스케어,

식이요법관리 등 웰니스를 위한 건강지원성, 쾌적하

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쾌적성, 기존 선행연

구의 IPTV, Game, E-Commerce 등 엔터테인먼트

위주의 즐거운 삶을 위한 제공가치 보완을 위하여

지식 및 교육콘텐츠 기반 자기계발, 여가문화생활,

가사살림관리지원, 휴식 및 힐링 등 Personalized-

Seamless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라이프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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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성을지능형주거환경구성요소로도출하였다. 또한,

지능형주거환경요소에 기반한 포노 사피엔스(Pono

Sapience) 시대 Personalized-Seamless 인간의 라

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 유형은 안

전 및 보안, 스마트 홈오토메이션 및 제어와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 주거환경관리 및 가사생활지원 그리

고 홈 클라우드, 헬스케어, 쾌적한 주거환경관리, 에

너지관리, 홈엔터테인먼트/E-Commerce/자기계발

관리지원/살림고수(가사살림관리지원)/여가문화생

활/패션관리/힐링 및 휴식 항목을 유형분류 하였다.

먼저, Personalized-Seamless 지능형주거환경요소

중 안전성에 해당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 항목으로

CCTV, 전자경비, 재난/화재관리, 사생활보호 등을

지원하는 안전 및 보안 스마트 홈 서비스 항목, 편리

성은 인간의 Personalized-Seamless 한 편리한 삶

을 지원하는 스마트 홈 오토메이션 및 제어 그리고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 항목과 세부항목으로는 냉난

방조절 및 자동점등, 공기정화/환기시스템을 지원하

는 주거환경관리 및 생활편의스마트 홈 서비스 항

목, 쓰레기자동수거시스템, 청소 및 자동수전시스템

등 가사생활지원 스마트 홈 서비스 세부항목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 홈 클라우드 스마트 홈 서비스 항목

으로 구성된다. 또한, 관리지원 및 제어, 단지내공

용부제어, 지능형정보화시스템, 음성인식AI스피커

연계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 항목으로 보완하였다.

건강지원성에 해당되는 Personalized-Seamless

한 헬스케어 스마트 홈 서비스 항목은 건강 및 운동

모니터링과 관리지원, 식이요법관리 등을 지원하는

웰니스 항목을 선행연구 내용분석을 통해 보완하였

다. 쾌적성은 웰빙 라이프스타일과 쾌적한 주거환

경관리를 위한 포노 사피엔스 시대 Personalized-

Seamless 인간의 자기계발에 기반한 여가문화생활

과 건강하고 쾌적한 웰빙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지능형주거환경요소로 ‘건강지원성’과 ‘라이프스타

일지원성’의 개념을 도출하여 유형분류하고 스마트

홈 서비스 항목으로는 ‘헬스케어’의 개념을 건강 및

운동 모니터링과 관리, ‘웰니스케어’ 항목으로 유형

분류하였다.

지능형
주거환경
요소

스마트 홈 서비스 세부 항목

안전성 안전 및 보안
(시큐리티)

재난알림 및 출동(구급)
화재 및 가스누출감지
자동가스검침 및 방재
엘리베이터 안전

CCTV
전자 경비

주동/단위세대출입관리
방문자 확인 및 관리
디지털 도어록

침입 및 도난방지
외출 안전

편리성

홈
오토메이션

주거
환경관리
및

생활편의

자동 점등 및 소등
냉.난방 조절

자동 환기 및 공기청정
조명일괄 on/off,조명 조절

자동수전시스템
전동 커튼 블라인드

가사생활
지원

쓰레기자동수거시스템
청소시스템
자동수전시스템
요리지원시스템
저비용가전제품자동

작동시스템
홈클라우드 홈 클라우드

관리지원 및
리모트 컨트롤
(자동제어)

스마트 가전기기 제어
실내.외 원격 리모트/
타이머 컨트롤
음성 인식
원격검침

편리성

단지 내 일부
공용부 제어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위치 확인 및 안내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
(지능형 정보화)

음성인식 AI 스피커
정보 및 검색서비스

건강
지원성 헬스케어

건강 모니터링 및 관리
(욕실건강관리)

운동 모니터링 및 관리
웰니스케어(식이요법 등)

쾌적성
쾌적한

주거환경관리

Eco-friednly
(식물재배케어)
쾌적 및 위생관리
(공기정화, 중앙정수)

경제성 에너지관리
에너지 모니터링
에너지 세이빙

라이프
스타일
지원성

홈 엔터테인먼트 홈시어터, 스마트 PC,
IPTV, Game

E-commerce Shopping

자기계발관리지원 지식. 교육콘텐츠,
스마트 홈 오피스

살림고수(가사살림관리) 가사살림/요리관련 콘텐츠
여가문화생활 문화생활 및 지역정보
패션관리 스마트 의류 및 패션관리

휴식 및 힐링 휴식모드, 욕조온도조절

<표 2>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Personalized-Seamless
라이프스타일 케어 지능형주거환경요소 및
스마트 홈 서비스 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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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간의 특징 세부항목 지능형 주거환경요소

현관 단위세대 출입, 신발류 및 수납 공간 안전 및 보안, 수납, 위생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라이프스타일

거실
TV 시청, 가족생활공간, 가족각구성원의놀이,
서재/취미와여가생활공간,손님응접, 가정내환경
조절 및 제어, 일부 아파트공용시설제어

엔터테인먼트, 휴식, 편리, 효율,
커뮤니케이션, 여가생활,

정보검색, 교육지도, 안전/보안

안전성, 라이프스타일
지원성, 편리성, 경제성,

건강지원성

주방
식사, 조리, 세척, 수납, 다과, 자녀학습지도, 손님
응접, 주부또는자녀의개인시간공간, 주부또는
자녀 등과의 대화 공간

편리, 효율, 커뮤니케이션,
건강관리, 교육지도, 위생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경제성,

라이프스타일 건강지원성

침실
(안방)

취침, 개인 TV시청, 취침 전가족시간을 보내는
곳(자녀책읽기, 부모와놀이및대화, 스마트폰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서치)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
휴식, 개인시간

쾌적성, 안전성, 헬스케어,
라이프스타일 편리성,

건강지원성

침실 취침, 개인적 공간(스마트폰커뮤니케이션및정보
서치 등)

휴식, 개인시간,
정보 서치 및 학습

안정성, 쾌적성, 편리성,
라이프스타일 건강지원성

화장실 또는
목욕실 목욕, 화장실, 개인 또는 개인 뷰티 공간 위생, 안전, 보안, 건강관리 안정성, 쾌적성, 편리성,

라이프스타일 건강지원성

드레스 룸 의류 보관, 침구류 보관, 개인 뷰티케어 공간 편리, 효율, 위생 쾌적성, 편리성,
라이프스타일 건강지원성

서재 재택근무공간, 개인 오피스, 취미생활 공간 휴식, 일, 정보 서치 및
학습, 여가/개인시간

편리성,
라이프스타일 지원성

앞 베란다
세탁과건조, 인테리어공간, 생활용품수납, 놀이
공간, 방범 및 대피 공간, 놀이 공간, 힐링 공간,
여가 및 생활공간, 실내정원

위생, 편리, 효율,
안전 및 보안

안전성, 경제성,
쾌적성, 편리성,

라이프스타일 지원성

뒷 베란다 주방수납보조, 보조주방, 음식물 보관, 주방환기
보조, 생활용품 보관

위생, 편리, 효율,
안전 및 보안

안전성, 경제성, 쾌적성,
편리성, 라이프스타일

다용도실 보일러, 에어컨 실외기 보관, 생활용품 수납 위생, 편리, 효율,
안전 및 보안

안전성, 경제성, 쾌적성,
편리성, 라이프스타일

<표 3> 주거공간분석과 지능형주거환경요소

또한 자기계발을 통한 여가문화생활 및 라이프스

타일 관리지원을 위하여 홈 엔터테인먼트(IPTV, 게

임 등), E-Commerce(Shopping), 자기계발관리지

원(지식 및 교육 콘텐츠지원, 스마트 홈 오피스), 살

림고수(가사살림관리), 여가문화생활(문화생활 및

지역정보), 패션관리(스마트 의류 및 패션관리), 휴

식 및 힐링 개념을 유형 분류하였다.

2.3.2 주거공간별특징과 지능형주거환경요소

주거공간은 주거공간별 기능적 특징을 기반으로

인간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주거공간의 의미를 가

진다. 주거공간과 인간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분석

은 스마트 홈 서비스디자인 구축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거공간별 기능 및 특징

을 분석하여 주거공간유형별 지능형주거환경요소를

유형 분류하였다. 현관은 아파트단위세대출입공간으

로 안전과 보안이 중요하며 신발류와 우산을 수납하

는 곳이다. 그러나 신발류수납 위주여서 외출할 때

입은 외투, 여가문화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등산

복자켓류, 자전거를 쾌적하고 위생적인 수납관리가

필요하며 가족구성원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 반영

된 웰컴홈공간으로의보완이 필요하다. 베란다의보

편적 기능은 세탁 및 건조와 수납이다. 또한, 베란다

대피공간 및 방범 등의 안전과 보안도 중요하다. 가

정에따라 베란다는친환경적 힐링 공간, 1인 가구와

작은 평형대의 협소한 공간효율을 위한 수납보조공

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뒷 베란다는 음식물보관,

보조주방역할, 주방수납문제해결, 주방환기를 보조

한다. 그러나, 근래의 여가문화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스타일리쉬 한 수납과 스마트 한 위생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거실은 개인 또는

가족공용공간으로 가족이 대화하고 TV를 시청하며

스마트 폰을 통해 Personalized-Seamless하게 관

심정보를 검색하며 휴식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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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둔 부모와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자녀의

놀이를 지원하는 가족공용공간이기도하다. 또한, 스

마트 홈 서비스를 통해서 아파트엘리베이터호출, 주

차위치확인 등 아파트일부공용부제어와 단위세대입

출입 확인이 가능하다. 주방은 요리, 가사살림, 주방

수납, 자녀학습지도와 스마트가전을 통해 음악을 들

으며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단순한

수납기능 외에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방환경을 위한

스마트 한 수납관리가 필요하다. 거실과 주방의 경

우 가족친화적 공간이면서도 개인의 자기계발을 위

한 여가문화생활을 위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주거공간의 특징을 고려한 라이프

스타일케어 기반의 스마트 홈 서비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침실은 개인TV 시청과휴식, 취침이 주를

이루었으나 스마트 폰의 발달로 침실에서도 개인맞

춤형 정보검색과 늦은시간에 독립한 자녀 안부확인

이 가능하다. 또한, 침실은 단순한 취침공간이 아닌

힐링 또는자녀와 아늑하게대화, 책 읽어주기등 패

밀리 프렌들리한 라이프스타일 공간이 되기도 한다.

드레스룸의 경우 단순한 의류 및 침구류를 수납하는

기능 위주여서 사적이며 개인적인 뷰티케어관리, 쾌

적한 의류 및 침구류 보관을 위한 공기정화와 살균

등의 스마트 한 의류관리와 뷰티케어 관리지원이 필

요하다. 화장실은 안정성과 보안성을 기반으로 쾌적

하고 개인의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한 공간적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뷰티케어, 휴식및힐링공간으

로의라이프스타일케어스마트홈서비스에대한보완

이필요하다. 또한, 포노사피엔스시대 Personalized-

Seamless 재택근무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서재의

정보화와 다용도실은 보일러,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공용공간으로 안전 및 보안이 가장 중요하며 화재

및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Personalized-Seamless

재난선재대응방재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3. 사례분석

3.1 “래미안 IoT Home Lab” 스마트 홈 전시관

2012년도에 차별화된 신개념 주택 전시관으로 신

축 개관한 래미안 갤러리는 문정동과 운니동에 위치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9년도에 Green Life,

Smart Life 컨셉으로 업그레이드 된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에 위치한 ‘래미안 IoT Home Lab’을 사례분

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래미안 IoT Home Lab’

은 최첨단 스마트 홈 서비스를 단순히 신기능을 추

가하는 방식이 아닌 주거공간별 특징을 새로운 라이

프스타일 공간으로 제안한 래미안 아파트 브랜드의

미래형 스마트 홈 전시관이다.

구분 내용

명칭 래미안 Iot home lab
(래미안 스마트 홈 전시관)

위치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17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

스마트 홈 전시관
구성

Green Life

Smart Life

이미지

<표 4> “래미안 IoT Home Lab”개요, 2020

출처 : 래미안 IoT Home Lab, 2020.

“래미안 IoT Home Lab” 래미안갤러리의 Green

Life와 Smart Life 전시관을 사례 분석하여 Perso-

nalized-Seamless 라이프스타일케어 기반 지능형

주거공간과 스마트 홈 서비스 유형을 파악하였다.

Green Life 전시관은 패밀리친화적 개인맞춤형 컴

팩트한 Personalized-Seamless 라이프스타일을 지

원하는 Green-Home 개념이다. 태양광 LED조명,

자가발전에너지관리시스템, 친환경적에너지관리에

대한 넥스트 래미안 라이프스타일의비전을 제시하

였다. 아파트 단위세대입출입공간을 현관입구에서

부터 쾌적한 주거환경관리지원과 여가문화생활 라

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공간으로 제안하였다. ‘Care기

반’공기청정 및 환기시스템이 강화된 게이트에어샤

워로 집밖에서의 먼지를 털어주고 등산복, 자켓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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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복을 현관입구 에어샤워드레스룸빌트인시스템

에 보관하여 단순한 현관의 수납공간이 아닌 쾌적하

고 스마트한 의류와 신발케어 관리를 지원하는 라이

프스타일케어를 위한 스마트 홈 서비스를 선보였다.

태양광 LED조명과 현관 실내인테리어를 통해 쾌적

한 발걸음으로 산책하듯집안으로 연결되도록 친환

경적인 웰컴홈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주방은 세탁실

과 주방본연의 공간으로 컴팩트한 컨셉으로 제안하

였다. 에어커튼, 주방환기시스템, 자가발전터치형자

동수전시스템, 자동문닫힘빌트인시스템을 통해 쾌

적하고 편리한 주방환경관리와 에너지절약을 강화

하였다. 마스터침실은 음성인식AI스피커 연계 개인

맞춤형 침실주거환경, 드레스룸의 경우 단순히 의류

를 보관하는 드레스룸이 아닌 스마트미러를 통해 의

류를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는 Digital Fitting, 의류

트렌드관련정보, QR코드기반 의류관리서비스, 관심

의류 쇼핑을 지원하는 패션관리 스마트 홈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이렇게, Green-Life 전시관의 스마트

홈 서비스 특징은 친환경적에너지관리, 쾌적하고 위

생적인 스마트한 주거환경관리, 패밀리친화적인 컴

팩트 라이프스타일케어, 개인맞춤형 홈오토메이션

을 Personalized-Seamless 라이프스타일케어 스마

트 홈 서비스의 4가지 유형으로 도출하였다. Smart

Life 전시관은 Personalized-Seamless한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스마트 홈 서비스를 4가지 유

형으로 제안하였다. 안전 및 보안 고도화, 개인맞춤

형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케어, 쾌적하고 위생적인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주거환경관리, 감성적인 힐

링 및 휴식 지능형주거공간과 스마트 홈 서비스이

다. 현관은 게이트에어샤워, 공기청정시스템으로 쾌

적한 주거환경관리지원과 자전거, 골프, 여행 등의

스포츠 및 여가문화생활을 고려한 라이프스타일 기

반의 인테리어수납 공간과 집에 도착하면 지인 또는

가족이 보낸 메시지, 가족구성원의 개인이 좋아하는

이미지가 개인맞춤형 으로 디스플레이 되는 하이엔

드 라이프스타일이 돋보이는 웰컴홈공간으로 제안

하였다. 거실은 귀가 시 스마트모드를 통하여 자동

으로 개인맞춤형 조명이 켜지고 정보화 디스플레이

를 통해 날씨 등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구분
지능형주거
환경요소

스마트
홈 서비스 특징 이미지

현관

안전성 게이트에어샤워
(먼지/위생케어)
현관공기청정
시스템

현관입구 에어샤워
로외출후미세먼지
등을쾌적하게관리
해주고태양광 LED
조명/실내인테리
어로 웰컴홈공간제
안. 에어샤워드레
스룸빌트인시스템
은 외출복/신발케
어지원

쾌적성

친환경성
태양광

LED 조명경제성
(에너지절약)

라이프스타일
지원성

에어샤워
드레스룸시스템
(외출복/신발
케어시스템)편리성

거실

안전성
(사생활보호)

창문외부
블라인드시스템

다이닝공간과거실
공간통합형태. 와
이드뷰조망권을위
한고성능파노라마
창호, 외부블라인드
시스템과 가변성도
어시스템으로라이
프스타일에따른공
간구성 지원

라이프스타일
지원성

고성능
파노라마 창호

공간가변성
도어시스템

주방

쾌적성 공기청정시스템 세탁공간과 주방공
간통합한형태의컴
팩트주방컨셉. 에
어커튼, 공기청정
시스템으로 세탁공
간과주방의공기청
정을 지원. 수납자
동문닫힘빌트인시
스템으로 동선/편
리성강화

경제성
(에너지관리) 에어커튼

편리성
터치형/자가발전
자동수전시스템

라이프스타일
지원성

자동문닫힘
수납

빌트인시스템

침실
(안방)

안전성
(사생활보호)

자동전동커튼
블라인드시스템 기상/독서모드 개

인맞춤형 스마트모
드와 스마트퍼니쳐
침대등연계편안하
고아늑한개인맞춤
형 침실환경지원

편리성 스마트퍼니쳐
(스마트침대)

라이프스타일
지원성

개인맞춤형
스마트모드

(수면,기상,휴식)

침실

편리성 삼성스마트큐브
(음성인식 AI
스피커)

삼성스마트큐브 음
성인식인공지능스
피커연계한개인맞
춤형공기청정환기
/침실케어

라이프스타일
지원성

쾌적성 공기청정시스템

드레스
룸

라이프스타일
지원성

스마트 미러
(Digital Fiitting) 스마트미러를통해

의류를가상으로입
어봄 QR코드인식
시스템으로 의류관
리/패션소품 쇼핑
할수있는에어샤워
드레스룸시스템

-
QR코드인식 및
E-Commerce지원
의류관리시스템

에어샤워
드레스룸시스템

화장실
또는
목욕실

경제성
(에너지관리)

자가발전/에너지
관리샤워시스템 따뜻한목욕실자가

발전/에너지관리
샤워시스템으로 수
도 사용량정/에너
지절감지원

라이프스타일
지원성

스마트 미러
(지능형정보화)

바닥난방시스템

<표 5> “Green Life” 래미안 미래형 스마트 홈 전시관
분석,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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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능형주거
환경요소

스마트 홈
서비스 특징 이미지

현관

안전성
(보안/방범)

얼굴인식 웰컴폰
및 IoT 도어락 이중보안디지털도

어락시스템으로안
전및 보안강화, 여
가 문화라이프스타
일을고려한 인테리
어수납공간과웰컴
홈스마트디스플레이

쾌적성 게이트에어샤워

라이프스타일
지원성

웰컴홈
디스플레이
(지능형정보화
스마트 미러)

거실

안전성
(사생활보호)

자동전동커튼
블라인드시스템 스마트디스플레이

의정보와음성인식
인공지능 스피커로
개인최적화 거실환
경 지원스마트모드
로하이엔드라이프
스타일

편리성

거실최적환경
제어

음성인식
인공지능스피커

라이프스타일
지원성

스마트
디스플레이

주방

쾌적성 미세먼지센싱
렌지후드

감성조명시스템, 신
선한식재료관리지
원 전용스마트팜냉
장고와스마트냉장
고,음성 인식AI스
피커, 음식주문배달
서비스, 지능형정보
디스플레이로하이
엔드개인맞춤형
라이프스타일

편리성

스마트냉장고

음성인식
인공지능스피커
(제어/주문배달)

스마트미러
(지능형정보화)

라이프스타일
지원성

스마트팜
(신선한음식재료
관리 및 케어)

감성조명

침실
(안방)

안전성
(사생활보호)

스마트윈도우
(사생활보호) 스마트윈도우로사

생활보호와 스마트
모드개인최적화
침실편리성

온도/조명
자동제어

(감성,휴식모드)

침실

편리성

자동전동컨튼
블라인드시스템 개인/주거공간의

목적에맞는스마트
모드지원. 운동방은
헬스케어지원, 영화
모드는스마트안마
기기에앉으면자동
으로 영화 플레이,
하만스피커, 자동커
튼블라인드시스템이
개인맞춤환경지원

개인맞춤형
스마트모드

(영화,독서,휴식)

헬스케어 운동관리

라이프스타일
지원성

하이엔드 비디오/
오디오시스템

스마트 퍼니쳐
(스마트 안마의자)

화장실
또는
목욕실

경제성
(에너지관리)

자가발전 및
에어샤워시스템

넓고감성적인힐링
공간으로 개인뷰티
공간, 힐링목욕공간,
쾌적한화장실테라
피욕조로 휴식/힐
링케어

라이프스타일
지원성

감성조명

테라피욕조

<표 6> “Smart Life” 래미안 미래형 스마트 홈 전시관
분석, 2020

주방에서시청하던 TV 또는 비디오콘텐츠가거실

로이동하면 TV에서자동플레이된다. 주방은감성적

인 조명조절이 가능한 다이닝공간과 Personalized-

Seamless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스마트디

스플레이, 스마트냉장고, 신선한 식재료를 관리하는

스마트팜 개념의 신선전용 냉장고가 배치되어 있다.

스마트디스플레이, 스마트냉장고, 음성인식AI스피

커를 통하여 음식주문배달이 가능하며 미세먼지센

싱렌지후드 및 환기시스템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하이엔드라이프스타일 주방환경을 지원한다. 마스

터침실은 사생활보호를 위한 스마트윈도우와 스마

트모드를 통해 편안하고 아늑한 개인맞춤형 침실주

거환경을 지원한다. 침실은 개인 라이프스타일에 따

라 서재, 운동, 영화관컨셉 공간구성이 가능하다. 영

화모드는 스마트안마기기에 앉으면 각도가 영화시

청에 편안하도록 조절되고 전동커튼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커튼이 쳐지고 영화가 플레이된다. 목욕실

또는화장실은테라피욕조, 감성조명 등을통한힐링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목욕공간을 제안하였다. 그러

나 예방건강관리를 위한 헬스케어, 웰니스케어, 뷰티

케어 등 라이프스타일케어를 지원하는 스마트 홈 서

비스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파우더 룸

의 경우도 단순히 화장을 하고 화장품류를 수납하는

공간이아닌뷰티 & 힐링케어공간으로라이프스타

일케어 항목의보완이필요하다. 화장품 및뷰티케어

용품을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뷰티에

어케어빌트인시스템과쾌적하면서도스마트한 패션

아이템 및 의류 관리를 지원하는 드레스룸과의 연결

성을 확보하여뷰티및 패션케어 공간이 될 수있다.

스마트 홈
서비스 특징 Green-Life Smart-Life

라이프스타일
케어

컴팩트한 패밀리 친화적
라이프스타일케어

스마트 한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케어

친환경적 에너지관리 이중보안 및 사생활보호
고도화

쾌적한 주거공간 및
패밀리 친화적
라이프스타일 케어

개인맞춤형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케어

쾌적한 주거관리
홈 오토메이션

개인맞춤형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

개인맞춤형 컴팩트한
라이프스타일 케어 감성적인 힐링케어

<표 7> 스마트 홈 “래미안 Iot Home Lab” Personal-
ized-Seamless 스마트 홈 서비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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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주거공간
요소특징

주거
공간

Green-Life Smart-Life

라이프스타
일 지원성

구분
쾌적하고 친환경적

웰컴홈

여가문화생활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웰컴홈

현관
패밀리친화적
거실

하이엔드
개인맞춤형 거실

거실 쾌적하고 편리항
컴팩트한 주방

감성적인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주방

주방 개인맞춤형
편안한 침실

사생활보호와
감성적인 침실

침실
(안방)

쾌적하고 컴팩트한
개인공간

개인맞춤형
여가문화생활공간

침실
스마트한

패션 라이프스타일
케어 공간

하이엔드
패션 라이프스타일
케어 공간

드레스
룸

친환경적에너지관리
목욕실(화장실)

감성적이고 쾌적한
힐링공간

<표 8> 스마트 홈 “래미안 Iot Home Lab” Personalized-
Seamless 지능형 주거공간별 특징

“래미안 IoT Home Lab” 사례분석을 통하여 주거

공간유형별 기능적 특징과 인간의 라이프스타일 특

징을 고려한 라이프스타일케어 기반 스마트 홈 서비

스 유형을 파악하여 분류하였다. 패밀리 친화적이면

서도 컴팩트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Green Life 전

시관, 개인맞춤형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Smart Life 전시관은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Per-

sonalized-Seamless 인간의 라이프스타일을 고

려한 지능형주거공간과 라이프스타일케어 지원의

스마트 홈 서비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4. 스마트 홈 서비스디자인 제안

4.1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라이프스타일케어

지능형주거환경 및 스마트 홈 서비스 유형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스마트 폰이 일

상생활이 된 시대 즉,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특징을

Personalized-Seamless 개념으로 도출하였으며 지

능형주거공간요소 ‘라이프스타일지원성’, 스마트 홈

서비스 ‘라이프스타일케어’ 개념을 도출하였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Personalized-Seamless

라이프스타일케어 지능형주거공간요소는 6개 항목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쾌적성 그리고 분석을 통

해 도출된 건강지원성, 라이프스타일지원성이 있

으며 스마트 홈 서비스 유형으로는 안전 및 보안

고도화, 개인맞춤형 홈오토메이션 및 제어, 스마트

홈어시스턴트, 헬스케어, 친환경적에너지관리와 분

석을 통해 보완된 쾌적한 주거환경관리 스마트 홈

케어, 라이프스타일케어 항목을 유형분류하였다.

라이프스타일케어 스마트 홈 서비스를 위한 항목

으로 도출된 ‘라이프스타일케어’ 스마트 홈 서비스

항목은 여가문화생활지원, 뷰티 & 패션관리, 엔터

테인먼트, E-Commerce, 자기계발, 휴식 & 힐링

을 세부항목으로 유형분류하였다.

4.2 Personalized-Seamless Life-style Care Smart

Home 서비스디자인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폰이 일상생활이 된 시대를

일컫는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ce) 시대 인간의

Personalized-Seamless 라이프스타일과지능형주거

공간별특징을고려한주거공간컨셉을 Personalized-

Seamless 라이프스타일케어 기반 스마트 홈 서비

스디자인으로 제안하였다. 거실은 편리성을 지원하

는 지능형주거공간요소를 기반으로 개인맞춤형 홈

오토메이션 및 제어,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 스마트

홈 서비스 항목이 고려된 개인맞춤형 라이프스타일

케어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 개념의 거실주거문화 라

이프스타일을 제안하였다. IPTV, 음성인식인공지

능스피커 연계 개인맞춤형 스케쥴정보를 지원하는

‘스마트스케쥴러’ 스마트 홈 서비스이다. 음성인식

AI스피커에 ‘오늘 일정을 알려줘’하고 말하면 스마

트 폰 연계 오늘일정정보 일정관련 위치가 IPTV에

디스플레이 되고 교통편 예약이 가능하다.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헬스케어 목욕실 또는 화장실은 건강

지원성 지능형주거공간요소에 기반한 헬스케어 스

마트 홈 서비스를 통해 ‘헬스케어스마트미러’ 서비

스를 제안하였다. 목욕을 하는 공간만이 아닌 예방

건강케어와 건강자가모니터링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헬스케어스마트미러얼굴인식시스템”을 통해 몸의

온도를 체크할 수 있고 “헬스케어스마트미러”에 당

뇨병이있는사람의경우손바닥을가져다대어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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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주거공간컨셉

지능형
주거공간요소

스마트 홈
서비스 유형

스마트 홈
서비스 세부내용

개인 맞춤형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 지원
(거실)

편리성

개인맞춤형
홈오토메이션
& 제어,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

음성인식 인공지능
스피커와 IPTV 연계
스마트 스케쥴러

(스마트 폰 정보 연동)

음성인식 인공지능 스피커로 ‘오늘 일정을 알려줘.’
말하면 IPTV 화면에 스마트 폰과 연계한 My
Schedule 정보가 디스플레이 된다.
일정 관련 위치 또는 정보를 검색 할 수도 있고 교
통 편 예약 지원

헬스케어
목욕실
(화장실)

건강 지원성 헬스케어 헬스케어
스마트미러

스마트미러 얼굴 인식으로 몸의 온도를 잴 수 있고
당뇨가 있는 사람의 경우 미러에 손바닥을 가져다
대면 당뇨수치 정보제공

토탈
뷰티/패션 케어공간
(파우더룸/드레스룸)

라이프스타일
지원성

라이프스타일
케어

스킨케어 스마트미러 스킨케어스마트미러는 스킨상태 모니터링과케어 관
련 정보를 제공하며자주쓰는스킨케어화장품 주문
배달서비스를제공한다. 토탈뷰티 &패션에어케어
빌트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뷰티케어

토탈 뷰티 & 패션
에어케어 빌트인시스템

통창 윈도우
(거실/베란다) 경제성 친환경적

에너지관리
태양광에너지
스마트윈도우

태양열 에너지화 하는 스마트 윈도우로 에너지 절
약과 관리

<표 10> Personalized-Seamless 라이프스타일케어 스마트 홈 서비스디자인

수치 확인, 일일/주간별 당뇨수치모니터링과 당뇨수

치 이상이 있을 경우 ‘알림문자’와 자주가는 병원 또

는 근처병원예약을 음성인식 AI 스피커를 통해 지

원할 수 있다.

지능형
주거공간
요소

스마트 홈
서비스 유형

항목

안전성
안전 및 보안
고도화

안전 및 재난대응

보안 및 방범

사생활 보호

편리성

개인맞춤형
홈 오토메이션
및 제어 & 서비스

개인최적화 실내환경 자동제어

개인맞춤형 스마트모드

개인맞춤형 서비스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

음성인식 인공지능 스피커
정보화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

건강
지원성 헬스케어

자가예방 기반 헬스케어

웰니스케어

쾌적성 쾌적한주거관리
스마트 홈 케어

쾌적한 주거관리
스마트 홈 케어 어시스턴트

라이프
스타일
지원성

라이프스타일
케어

여가문화생활 지원

뷰티 & 패션 관리

엔터테인먼트

E-Commerce

자기계발

휴식 & 힐링

경제성 친환경적
에너지관리

자연에너지환경 관리

자가발전 에너지관리 시스템

<표 9> Personalized-Seamless 라이프스타일케어
스마트 홈 서비스디자인 유형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컨셉은 뷰티 및 패션케어공

간으로 라이프스타일지원성 지능형주거공간요소와

스마트 홈 서비스 라이프스타일케어 서비스 유형을

고려하여 ‘스킨케어스마트미러’와 ‘뷰티 & 패션 에

어케어 빌트인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스킨케어 모니

터링을 지원하는 ‘스킨케어스마트미러’를 통해 피부

상태 모니터링과 스킨케어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예

약/주문/배달서비스를 통하여 자주 사용하는 스킨

케어용품을 예약/주문/배달 받을 수 있다. 또한, ‘뷰

티 & 패션 에어케어빌트인시스템’을 통해 의류 및

침구류를 보다 쾌적하고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

으며 위생적인 화장품 및 뷰티케어용품 수납 및 관

리가 가능하다. 경제성 지능형주거공간요소와 친환

경적인에너지관리 스마트 홈 서비스 항목에 기반하

여 베란다와 거실에 있는 통창 윈도우의 “태양광 에

너지관리스마트윈도우”를 통해 친환경적 에너지절

약과 관리가 가능하다.

5. 결 론

인간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신석기혁명, 청

동기시대, 철기시대, 산업혁명 그리고 1990년대 모

바일 폰과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스마트 폰은 정보

화시대 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등 정보통신기술(ICT) 혁명

에 따른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삶의 변화를 이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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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논문에서는 혁신적인 첨단기술에 잠식되지

않고 인간의 삶을 보다 인간답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스마트 홈을 조명한다.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스마트 폰(Samrt

Phone)이 일상생활이 된 시대 즉, 포노 사피에스 시

대(Phono Sapience) 스마트 한 주거공간과 스마트

홈서비스디자인의특징은그이전의삶보다 Perso-

nalized-Seamless한 스마트라이프스타일케어와주

거환경관리지원이다. 스마트 폰을 통해 외출했을 때

도 집 안의 온도와 조명을 조절할 수도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홈 오토메이션 및 제어 위주의 스마트 홈

주거공간및서비스디자인에관한연구중심에서인간

의 여가문화생활과 웰빙라이프 등의 Personalized-

Seamless 라이프스타일케어지원, 스마트 주거환경

및 가사생활관리, 헬스케어관리, 에너지 관리를 지

원하는 Personalized-Seamless한 지능형주거환경

과 스마트 홈 서비스디자인으로 변화하고 있다. 문

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Personalized-Seamless 라이프스타일케어 개념과

지능형주거환경요소 및 스마트 홈 서비스 유형을 도

출하였다. 스마트 폰(Smart Phone)이 일상생활이

된 시대 즉, 포노 사피엔스 시대 인간의 Persona-

lized-Seamless한 라이프스타일과 주거공간별 특

징을 고려한 라이프스타일케어 스마트 홈 서비스디

자인은 단위세대 주거공간 계획 단계부터 고려되어

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류문명의 혁명적 관

점에서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스

마트 폰이 일상생활이 된 시대 즉, 포노 사피엔스

(Phono Sapience)시대 인간 본연의 주거공간에 대

한 분석과 인간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바탕으로 Personalized-Seamless 라이프

스타일케어 기반의 인간중심적인 스마트 홈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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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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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Waterloo(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서비
스융합디자인학과 주임교수, 기계공학부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주요활동은 
국회 제4차 산업혁명포럼 ICT 신기술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
민관협의회 위원(IoT분야 전문위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자문위
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머신러닝, 미래제품디자인, IoT
서비스, 융합비즈니스모델, 서비스융합디자인, 오픈소스하드웨어플랫폼, 스
마트팩토리, 파괴역학 등의 관한 연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