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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래의 문명을 바꾸다 

POSRI 이슈리포트 

 

 
 

○ 인류의 Lifestyle과 주거형태, 기술의 발달로 거대한 변화 직면 

선사시대 고대/중세 근대 현재 미래 

사냥/수렵 농경/수공업 제조/상업/무역 산업화/정보화 4~5차 산업혁명 

석기/동물뼈 청동기/철기 증기기관 전기/인터넷 AI/Robot + α 

토굴/움막 흙집, 석재가옥 철근/주택(도시) 아파트/빌딩 ? 

유목시대(Home은 Shelter)  정주시대(안전+편리) 新유목시대(다기능 Life Platform) 

○ Home의 미래에 대한 4가지 가설 

1) Home, Life Assistant가 되다 

- Connected Home, AI Speaker 보편화 + Robot 일상화: 가사노동이 사라지고 

편안/안락한 삶 가능, 모든 Lifestyle을 지원하는 Life Assistant로 변화 

2) Home, 생산 Platform이 되다 

- Home은 개인이 생산하는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의 접점, 소비의 장소에서 

융합 서비스 생산 플랫폼으로 진화: 1회성 분양 중심 Biz모델분양+서비스 

Biz모델 

3) Home, Smart Device가 되다 

- Mobility + Passive Energy+Modular 기술이 결합, 쉽게 설치/이동이 가능하고 

기능을 정의해 사용할 수 있는 Smart Device로 변화: 정주/소유 Access/공유 

4) Home,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다  

- V-P=Zero (Virtual과 Physical 간극 소멸): 원격스쿨링, 원격헬스케어, 홈Office 

확산으로 대도시의 위치적 장점 상실  新공간 혁명 촉발 및 도시구조 변화 

○  Home, 현 문명이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며 새로운 문명의 진전 촉발 

- Home의 진화는 현재의 Mega-City가 가진 자원고갈, 환경파괴, 공동체 해체, 

불평등 심화 등 지속 불가능성을 극복하는 Enabler로 기능 

- 이를 통해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가 언급한 Homo Nomad 중심 新인류 

문명을 촉발 

○ Home과 도시를 바라보는 전향적인 시각과 미래지향적 대응 필요 

- 미래, 도시의 가치는 인구와 크기, 위치보다는 Data Connectivity와 

Accessibility, 이를 통한 Creative Power(창조력)에 의해 좌우 

- HW 관점의 도시개발을 넘어 新Digital Nomad 문명을 향한 실험적 환경 필요.  

모든 규제에서 자유롭고 최고의 데이터 환경을 갖춘 자유실험도시 추진도 고려 

- 기업도 HW적 사고에서 탈피, 플랫폼 관점의 Biz모델 탐색과 협업 생태계 구축   

Executive Summary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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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래의 문명을 바꾸다 

POSRI 이슈리포트 

1. Home의 진화가 시작되다 

 인류의 Lifestyle과 주거형태, 거대한 변화 직면 

○ 인류의 주거형태는 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발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 

- (선사시대) 사냥과 수렵이 중심이던 유목생활을 위해 이동이 손쉬운 움막이나 

토굴이 주된 주거방식으로 자리매김 

- (고대/중세) 농경과 수공업 중심으로 정착생활이 시작되면서 흙, 목조, 석재 

가옥 등의 주거방식 확산 

- (근대) 증기기관이 보급되고, 제조 및 상업/무역이 활성화되며 도시화 진행. 

가공석재 및 철근을 사용한 단층, 다층 주택 보급 

- (현재) 고도 산업화가 진전되고 전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대도시화 진행. 

아파트와 고층빌딩 중심 주거방식 보편화 (Smart Home의 등장) 

○ Home의 기능과 역할도 주거에서 Life Platform으로 변화 

- 과거의 Home은 동물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Shelter 등 주거가 주요 

목적이었다면 인간의 Lifestyle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Life Platform 역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것임 

☞ AI, Robot, AR/VR 등 미래기술의 진전으로 Home의 새로운 진화 시작 

【문명의 발전과 주거방식의 변화 방향】 

출처: 강태영(2018, 여시재 베이징 포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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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의 Home에 대한 4가지 가설 

(1) Home, Life Assistant가 되다 (Present~5Yrs) 

○ Reactive Home에서 Proactive Home으로 Smarter(더 똑똑한) Home 등장 

- (Reactive) Connected Home, AI Speaker 등 보편화: 사람의 지시에 따라 TV,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사물 작동 및 원격제어 

- (Proactive) 초연결 +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공간 진화: 모든 사물이 환경-

사람의 상태를 스스로 인식하여 최적의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 기업들의 Home AI 플랫폼 서비스 출시 가속화: 삼성 Bixby, LG ThinQ, 

아마존 Alexa, Hey Google 등장으로 지능형 AI 서비스 보편화 

○ 로봇의 일상화를 통해 가사노동 없는 Comfort 공간으로 발전 

- 로봇의 역할이 청소, 세탁, 요리, 순찰, 게임, 스포츠 등 모든 Household 

분야로 확산되며 가사노동의 부담 완화 

- 점차 인간의 동반자, 반려자 역할 부각: 가사노동을 넘어 1인 가구, 독거노인 

등을 위한 휴머노이드 대화형 로봇, 애완견 아이보 등 감성형 로봇 확산 

※ CES 2018~2019: 가정용 안면인식 순찰로봇(중), 마작/탁구로봇(대만), LG 

클로이(서빙), 소니 아이보(애완견), 요리 로봇 등 등장 

☞ Home, Lifestyle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지능형 Life Assistant로 진화 

【‘Home Life Assistant가 되다’, CES ’18~’19를 통해 본 변화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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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생산 플랫폼이 되다 (3~7Yrs) 

○ Home은 Primary Data의 Source로 新융합 서비스의 생산 플랫폼으로 

부각 

- 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가 새로운 Oil로 부상, Home은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핵심 고객 접점 

- 고객 접점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 심화로 Home의 플랫폼화가 

진행되며 다양한 융합 서비스 등장 

※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등: Home AI 플랫폼 기반 에너지/쇼핑/보안 서비스 

- Home, 소비의 장소에서 新융 합서비스의 생산기지이자 플랫폼으로 포지셔닝 

○ Home을 둘러싼 산업구조 및 Biz 모델은 1회성 분양에서 新융합서비스로 

변화 

- 현재 Home 관련 주요 Biz 모델은 토지개발+주택분양의 1회성 모델로 건설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통신 등 서비스는 별도 Subscription으로 건설과 분리) 

-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기업, 통신사, 가전사 등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Home Platform 선점을 위한 새로운 Biz 모델 등장 

※ SKT/LG유플러스/KT + 건설사, Home 플랫폼 선점 위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하우징+콘텐츠+쇼핑+에너지+차량 등 맞춤형 융합 서비스 발전 전망 

☞ Home, 가장 가치 있는 고객 데이터의 접점: 데이터 가치 증가로 Home 

플랫폼 선점을 위한 파격적 융합 Biz 모델 등장과 산업 생태계 변화 전망 

【‘Home, 생산 플랫폼이 되다’, 의미와 Biz 모델 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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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래의 문명을 바꾸다 

POSRI 이슈리포트 

 (3) Home, Smart Device가 되다 (5 ~10Yrs) 

○ 대도시 주거비용 급증, 핵가족 및 1인 가구화, Job의 이동성 확대 등으로 

소유 및 정주 중심 주거 문화에서 Nomad(유목)형 주거 문화 변화 전망 

- 뉴욕, 런던, 홍콩, 상해, 북경, 서울 등 주요 대도시 주택 가격 급등, 일반 국민 

소득으로 30~50년 이상을 모아야 소유 가능한 수준. 소유에 따른 부담도 증가 

※ 홍콩 Pok Fu Lam지역 209제곱피트(6평) 아파트 가격은 U$1백만(’18년 

3월 기준), 중간 월급 HK$17.2천(약 240만원) 기준 약 39년 저축 필요 

- 1인 가구의 확산, 글로벌 근무 보편화, Job의 이동성 증가 등으로 철새와 같이 

옮겨 다니는 새로운 Nomad(유목)형 주거 수요 확대 전망 

○ Easy Install & Move가 가능하고, 필요한 기능을 정의하여 빌려 사용하는 

Smart Device 형태의 Home 등장 

- Mobile Tech.(이동형 주택) + 에너지 Tech.(에너지저장, 무선충전, Passive 

에너지 기술) + Modular Tech.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Mobile Home 가능 

※ 홍콩, 실리콘밸리, 런던 등 대도시, 캡슐형 아파트/호텔, Trailer House (Car 

+ Home), Floating House (Boat + Home) 주거 형태 확산 

- 원하는 기능을 정의할 수 있고, 소유하지 않고도 원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시점에 빌려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유형 Space 등장 

※ ‘주거혁명 2030’(’17)의 전망에 따르면 주거 혁명의 2단계에서 주거 공간은 

쉽게 지어지고 이동되며, 교통의 발달로 소유에서 공유로 집의 개념 변화 

☞ 소유/정주 목적의 전통적인 Home의 개념도 변화하여 새로운 Nomad Life를 

위한 Smart Device 형태의 가변형, 다기능, 공유공간으로 진화 

【‘Home의 Smart Device화’, 배경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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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ome, 시간-공간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다 (10~15 Yrs) 

○ V – P = Zero (Virtual – Physical의 Gap 소멸) 시대로 발전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VR/AR) 기술, Digital Twin과 Haptic 기술의 발전으로 

현실과 유사한 Digital Look & Feel 구현 

- 온라인에서의 소통 방식도 문자, 음성, 동영상 중심의 2차원적 방식을 넘어 

3D (입체적) + 촉감도 가능한 3차원, 4차원적 소통으로 발전 

※ 3~4차원 콘텐츠 확산: 글로벌 VR/AR 시장, ’16년 U$61억에서 ’22년 

U$2,092억으로 급성장 전망 

○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는 공간 혁명으로 대도시의 위치적 장점 상실 

- 물리적인 대면 접촉을 넘어 온라인 공간을 통해 실제와 같은 수준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며, 문화생활, 취미/사교활동 방식도 변화 

- Work, 교육, 오락,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Home에서 원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새로운 Lifestyle로 변화 

※ 혼합현실 기술 기반 오락/과학/의료/교육 등 가상 서비스가 

확산(이아름, ’18)되고, Home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Home족 

탄생(LG, ’17.10) 

-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따른 접근성의 한계가 극복되고, 대도시가 교육, 의료, 

문화 등 측면에서 가지는 물리적 위치상의 장점과 공간적 가치의 감소 

☞ 대도시 물리적 공간이 가지는 가치가 축소. 미래 도시의 경쟁력은 인구수나 

면적이 아닌 데이터의 연결성과 접근성, 서비스 창출력에 좌우될 전망 

【‘Home,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다’, 변화의 방향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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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Another Life Platform이 되다 (더 먼 미래: ~20 Yrs) 

○ 영화와 같은 가상 사회와 현실 세계가 결합된 가상 생태계 가능 

- 인터넷의 등장으로 구글, 아마존 등 온라인 생태계가 생긴 것처럼, 

가상+현실이 결합되는 Virtual Platform 기반 새로운 생태계 등장 가능 

※ 린든랩, 가상사회 서비스 Second Life 출시(’03) 및 운영 중. 점차 AI, 

AR/VR 등 3차원 기술과의 결합으로 게임/SNS 플랫폼 진화 중 

- 영화 ‘Ready Player One’과 같이 가상 플랫폼을 통해 현실 세계와 유사한 

상호작용과 게임, 소셜 활동, 쇼핑이 가능한 환경으로 발전 

※ ‘Ready Player One’(’18. 스티븐 스필버그): 플랫폼 참여자들은 OASIS라는 

가상도시에서 아바타를 통해 현실처럼 생활. 가상에서 주문한 물품이 실제 

배달되고, 가상사회에서 사업을 하는 거대 현실기업 등장 

○ New Life Platform 중심 사회구조, 관계구조, 기업/직업구조 형성 

- SNS를 통해 새로운 관계구조가 형성되고 Facebook이 탄생한 것처럼, 가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아(아바타)’가 만들어지고 이들이 모여 가상의 

공동체와 사회구조가 생기고, 가족/친구 등 관계구조 형성 

- 플랫폼상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아이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실제 

오프라인상의 Biz와 연동되며 새로운 Biz 생태계와 직업군 등장 전망 

☞ Home, 가상+현실이 결합된 Another Life Platform 등장으로 새로운 사회, 

직업, 관계구조가 나타나며 전에 없던 New & Unknown 가치창출 기회 등장 

【‘Home, Another Life Platform이 되다’, 변화의 방향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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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me, 미래 新문명의 원천이 된다 

 Home의 진화는 삶의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문명 촉발 

○ 인류는 대도시화로 다양한 지속 불가능성 위기에 직면 

- ’50년에는 세계인구의 3분의 2가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에너지의 70%, 자원의 

80%를 소비하고 자원 고갈, 환경파괴, 불평등 심화, 공동체 파괴 등 야기 

전망 (출처: 여시재, ’18 내부워크샵) 

☞ 인류가 직면한 지속 불가능성 위기의 70% 이상이 대도시에서 촉발 

○ Home의 진화는 지속 불가능성을 극복하며 Digital Nomad 중심 인류 

문명 견인 

- Home의 진화 방향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물리와 가상의 경계를 탈피하여 

현재의 대도시 중심의 인구 밀집형 도시구조 완화 가능 

- 물리적 위치의 의미가 감소하며 중소도시 중심의 저비용 고효율 Smart 

Urbanization 진전 전망: 새로운 공동체 문화와 문명의 등장 

- Home이 Smart Device로 진화하며 소유와 정주 중심 주거방식에서 탈피, 

Nomad Life 중심의 새로운 인류 문명 도래 견인 

☞ Nomad 중심 신문명 사회는 거대한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 제공 

【Home을 통한 대도시 지속 불가능성 극복과 미래 신문명 도시로의 진전】 

출처: 강태영(2018, 여시재 베이징 포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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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Homo Nomad 시대 진전에 대한 대응 

○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 Homo Nomad 중심의 新인류 문명 예견 

 ‘태초의 인류가 그랬듯이, 이 긴 정착민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미래의 세계는 

다시금 Nomad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 자크 아탈리 

- 저서 ‘Homme Nomade(호모노마드)’에서 6백만 년의 인류역사 중 정주의 

역사는 0.1%에 불과하며, 노마드의 역사를 언어, 민주주의, 예술 등 새로운 

문명 등장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배경으로 설명 

- 또 다른 저서 ‘21세기 사전’에서 가상사회와 노마드(유목민)를 미래사회의 핵심 

키워드로 꼽으며 노마드를 통해 직업, 주거환경, 가정과 국가의 변화를 예고 

○ 미래 기술(AI, Robot, AR/VR, Mobility, Energy 등)의 발전으로 Nomad 시대가 

가능해지고, 도시의 구조가 변하며 새로운 기회가 등장 

- Digital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주거 중심 Home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 Home, 

새로운 Nomad Lifestyle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Life Platform으로 진화 

- 新문명 시대, Home은 파격적인 Biz 모델의 실험이 가능한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 부각: Housing + 다양한 Smart-X형 융합 서비스 등장 

○ Home과 도시를 바라보는 전향적인 시각과 미래지향적 대응 필요 

- 미래의 도시는 인구와 크기, 위치보다는 Data Connectivity와 Accessibility, 

이를 통한 Creative Power(창조력)가 핵심 경쟁력이자 가치창출의 원천 

- 대도시와 인프라 개발 중심의 HW적 관점에서 탈피, SW적 관점에서 다양한 

도전과 Biz 모델의 실험이 가능한 환경 필요 

☞ 모든 규제에서 자유롭고 최고의 데이터 환경을 갖춘 자유실험 도시 추진 

- 기업들도 Home에 대한 기존 Biz 모델을 넘어 새로운 트렌드와 변화에 대응한 

체질 개선과 미래 준비 필요 

☞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플랫폼에 기반한 협업적 생태계 구축 및 다양한 Biz 

모델의 실험과 가능성 탐색이 요구됨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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