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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화된 주택을 말하며, 각각의 System
이 통합,

지능형 미래 주택 개발 동향

③정보, 생활서비스(컨텐츠)

상호보완작용에 의해 주거환경 편리성, 쾌적성, 안전

- 홈쇼핑, 홈뱅킹, 지역커뮤니티(단지홈페이지)

성 및 오락성 등을 제고함으로써, 하이테크를 인간을

- VOD, 게임, 오락, 원격교육, 원격진료, 원격보안

위해 사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데 기여할 수 있도

- SOHO, 개인정보화서비스

록계획된주택이라할수있다.
지능형 주택(아파트)의 개념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 통합화라고 할 수 있으며 아

3. System 구성

래그림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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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콘트롤 분야, 정보가전 등 System 통합과, 각
System
간의물리적인네트워크및 Softwa의통합이
re
이루어져야 한다. System 통합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1. 개요

<표1>과같다.

으로 건축 마감은 물론 최첨단 시스템을 경쟁적으로

System 통합에서 핵심이 되는 Item들의 기능을 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인터넷이 몰고 온 경제적, 문화적 충격과 함께 인류
는새로운천년을맞이하였다.

략하게소개하고자한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업계와 가전업계도
주택에 적용되는 최첨단 지능형 시스템을 개발하여,

3.1 Home Automation(H/A)

이와 같은 변화기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더 나아가

일부는 이미 실용화되었거나 또는 실용화 단계에 있

누가 변화를 주도 하느냐에 따라 개인은 물론 한 국가

고, 계속적으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소비자들의 정

Home Automation과 인터넷 이용환경의 연계된

의미래가좌우된다고말한다. 최근문명, 문화의발전

보에대한욕구는새로운라이프스타일을창출하고있

Item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인간

과더불어현대의주거개념은지성적이고문화적인것

으며, 삶의질을중요시하고있다.

에게 필요한 최적의 주택환경을 만드는 Intelligent 주

1) 개요

Home Automation은 주택에 설치되는 Security,
실내환경, 가사생활 지원, 문화, 건강 등 가전기기 및

과 인간다운 생활요소가 풍부한 환경의 추구, 그리고

인터넷접속환경의빠른발전은Home Automation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변

과 연동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주택에 대한 정보를 얻

화해가고있다. 특히최근의주택은핵가족화추세에

을 수 있고 원격조정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따라가사노동의경감과독립된생활의합리화에초점

이러한모든 환경의 변화는 지능형 주택(아파트)을요

①시큐리티시스템(보안, 방재, 안전등)

수 있다. H/A는 부분적으로 자동화와 가전기기 콘트

을 맞추어 보다 쾌적하고 기능적인 주택구조와 설비

구하고있다. 이러한미래의지능형주택에대해, 현재

②실내환경조절시스템(냉난방, 환기, 조명등)

롤이 가능한 시스템이나,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사용

등에충실을기하려하고있다.

적용되고있는시스템과향후적용할시스템들을소개

③가사생활지원시스템(쓰레기처리, 요리지원등)

되는부분은Door-Phone 위주로만 인식되었고, H/A

하고자한다.

④문화, 건강생활지원시스템(오디오, 홈씨어터, 건강체크등)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식

⑤ 컨트롤시스템(리모콘, 전화, 음성, 화상, 지문, 동체, 인터넷제어등)

하지못했던것이사실이다. 또한, 가정보안이 사회문

이러한현실과어우러져최근에주택시장에일고있
는 사이버아파트 또는 지능형 주택에 대한각 분야에

택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주택설비 시스템을 콘트롤하여, 입주자에게 가장 안
■Home Automation(H/A)

제로 인식되면서 Home security 위주로 시장이 형성

서의 대응은 다양하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 인증, 환경 인증, 에너지 등급 등 많은 제도

2. 정의

를 만들어 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들이 창출되
리라믿는다.
건설업계는 각 사의 브랜드 또는 마케팅의 한 방법

락하고 편안한 주택환경을 조성하는 시스템이라 할

지능형주택이란, Home Automation이라는 개념을
뛰어 넘어, 인공지능 및 정보처리 기능이 추가된

■인터넷이용환경(정보화)

되어 가고 있었다. 최근 인터넷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①인프라구축(정보통신망, 접속장비, 배선시스템)

H/A의고유기능에인터넷기능을적용함으로써새로

②통신시스템(인터넷접속서비스, Main or local server, Home

운 개념의 Home Automation system으로 발전되고

server, 인공지능Program server 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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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표1> System 통합구성

초고속정보

PSTN, ISDN, xDSL, LAN, CABLE MODEM,

통신망제공

FTTX, PLC, B-WLL, 위성

인터넷정보

커뮤니티, 컨텐츠, 전자상거래, 인터넷방송,

서비스제공

사이버진료및교육, 화상통화, SOHO, VOIP

데
이
터
분
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 네트워크는 기간 망

- TV(셋탑박스, 인터넷TV)

- 웹패드

(Transport Network), 이를 가입자와 연결하는 가입

- 리모콘

- 정보가전단말기

자 망(Subscriber), 정보 수요자의 구내망(Home

- PC

- PDA

Network) 순으로 발전해 왔다. 구내 네트워크, 즉 홈

- IMT-2000

- Home server(Egp, 인공지능기능)

네트워크가 다른 분야에 비해 발전 속도가 느렸던 그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

3.2 Home Network

이다.

1) 개요
자동화된시스템

원격검침, 통합과금시스템, 조명제어,

으로관리비절감

전력감시, 설비자동제어

쾌적하고편리한

홈오토메이션, 웹카메라, 시큐리티,

주거환경제공

커튼제어, 주차관제, 온습도제어

엔터테인먼트

홈씨어터, 인터넷TV, A/V, VOD,

서비스제공

MOD, 인터넷노래방, 오락

정보가전의상호연계로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인한서비스공급

에어컨, 인공지능홈서버

2) 시스템

- 중앙정수기능

콘
트
롤
분
야

시
스
템
통
합
(SI)

가정에 산재한 디지털 장비들을 하나의 네트워크으

인터넷 시대의 최고 이슈는 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로 묶는다는 것은 중앙제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

현존하는 가입자 망의 여러 방식과 홈 네트워크의 여

정
보
가
전
분
야

- 건강체크기능

라) 가사생활지원시스템

가) 시큐리티시스템
- 출입통제기능

- 침입, 도난방지기능

- 쓰레기자동수거기능

- 요리지원기능

- 화재, 가스누출감지기능

- 구급기능

- 가전기기자동작동기능

- 청소기능

- 출동경비및보상

- CCTV 감시기능

- 엘리베이터안전시스템
나) 실내환경조절시스템
- 전등점멸, 밝기조절기능

- 냉, 난방조절기능

- 공기청정기능

- 자동환기기능

- 전동커튼, 브라인드개폐기능
다) 문화, 건강생활시스템

[그림1] Home Network 구성

마) 관리, 생활서비스시스템
<표2> Home Network 기술

- 에너지관리기능

- 원격검침기능

- 정보서비스기능

- 커뮤니티기능

- 통합관리기능

구 분

유 선

바) 자동제어시스템
- 리모트컨트롤기능

- 타이버컨트롤기능

- 음성인식기능- 지문인식기능

- 화상인식기능

- 홈씨어터기능

- 오디오공유기능

- 원격제어기능

- 자동수위및온도조절기능

- 비디오공유기능

- Card Key 기능(Rf, Smart)

무 선

종 류

표 준

Home PNA

Home PNA v. 1/2.0

전송 속도
1~2/10Mbps

USB

USBb v. 1.1

12Mbps

이더넷

IEEE 802.3I

10/100/1000 Mbps

최대 전송거리
150M ~ 1.5kM
30M
100M(Utp)

IEEE 1394

EEE 1394

100~400Mbps

72M

전력선(Plc)

None

1~2Mbps

100M

Bluetooth

Bluetooth v. 1.0

720Kbps

10M

SWAP v. 1.2

1~2Mbps

50M

Home Rf
IRDA

IRDA v. 1.3

최대4Mbps

1M

무선LAN

IEEE 802.11

5.5~11
Mbps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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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방식을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합 장치, 즉 Gatewa가
y 필요하다. 시스템

- 기존의프로토콜, 망의응용과새로등장할다른네트워크
표준들의호환성을 보장해야한다.

운영에대한것까지모든서비스를제공

보다 질높은 여가활동의 필요에 의해‘하우스레저’
의

(TSP : Total service provider)

시대가도래할것으로예측된다.

구성에서네트워크구성과 Gatewa에대해간단히살
y
펴보고자한다.

미래학자 조지프 코츠는“2025
년쯤이면 손댈 일없
3) Home Network의요구조건
(1) 각종 전자제품간 고속의 데이터전송을 위한공통접속규격과

2) 시스템
가) Home Network 구성([그림1] 참조)

원하는장소에 설치할수있도록이동이간편해야한다.
(2) 새로통신선로를설치하기가어렵기때문에기존에구축된전화

나) Home Network 기술비교(<표2> 참조)

선이나 전력선등을적극활용하고, 새로 건설되는 주택은미래를

다) Home gateway

대비한시설을해야한다.

(1) 가입자 망과 홈 네트워크 사이에서 각각의 통신망에 대한 종단
기능을지니고 있으며, 가입자망과홈 네트워크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하는연동장치를말한다.
(2) 기능

(3) 홈네트워크에연결하는각종장비는복잡한설정과정없이, 연
결과동시에사용할수있을만큼쉬워야한다.
(4) 기간 망과 연결되는 가입자 망으로부터 분리, 독립적으로 동작
해, 개인보안을유지할수있게Gatewa가
y 필요하다.

4.2 국외
1) 영국의Interrger House
- Intelligent + Green 개념의미래형주택
2) 네덜란드의Piet Klerkx
- Intelligent + Security 개념의미래형주택
3) 일본의HIIHouse
- 국내의사이버아파트개념의미래형주택
4) 네덜란드의노인용아파트
- 노인들의신체적, 인지적특성을고려한미래형주택
5) 프랑스의지능형아파트

(5) 방송과통신의결합, 멀티미디어서비스의 제공, 유·무선의

- Security, 에너지절감등통합관리를고려한미래형주택

- Multiple LAN 및Multiple broadband service 지원

통신의 결합 등 통신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6) 미국의지능형주택(Home Gateway와정보가전의결합)

- Multiple devices 지원

한다.

- LAN과WAN 연동: 브리지기능

Home Automation의통합

- 보안: Filtering and encryption
- IP 할당

홈 네트워크는 사무실 네트워크의 가정으로의 이전

- 초고속인터넷접속/공유

이라는 것과 함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강조되고, 여

- Application platform

러 복합 장비가 묶인다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사무실

- 원격관리및제어

네트워크보다 다양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3) 향후웹브라우저를통한원격관리Home server로통합

만큼발전의여지가많다고할수있다.

4. 국내·외 동향

구성매개변수들을 자동으로설정하는기능을제공해야한다.
- 가정을대상으로하는새로운서비스에대한Gateway 기능으로
서비스제공자와통신할수있는기능을제공해야한다.
- 가정에서사설서비스를외부로제공하기위한Web hosting
기능을제공해야 한다.

상화될 것이며, 따라서‘평생직장’
보다는‘평생직업’
의 개념이 지배하는 시대가 된다. 프리랜서에 전자정

- 사설망의IP 주소를사용하는다수의가전기기들이동시에

- Network에대한지식이없는사용자를위하여네트워크

미래주택에서의Life style은어떤모습일까?

정된 생활양식에 의해 행해질 것이다. 재택근무가 일

- 인터넷트래픽을충분히지원할수있는Broadband access

인터넷에접근할수있는기능을보유하고있어야한다.

5. 지능형 주택에서의 Life style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인공지능 Program
에 의해 결

(4) 기능적인요구사항

인터페이스들과Home Network 인터페이스들이있어야한다.

- 외부망접속/분배, Home Security, Entertainment,

4.1 국내
1) 초고속정보통신아파트
- 초고속통신망구축을위주로한통신설비설치
2) 사이버아파트
- 초고속통신망을구축하고커뮤니티를형성할수있도록설치
3) 사이버아파트의인터넷기반생활서비스
- 커뮤니티와정보서비스뿐만아니라시스템제어및관리,

보망의개념이합쳐진‘E-랜서’
가직업의주종을이루
게될것이다.
이러한 지식노동자가 많아지게 되고 지식노동자는
자기관리가 필수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가정에 설
치된 홈 서버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현실화 될 것이
고, 이 장치가 개인비서의 역할을하게 될 것이다. 또
한, 재택근무에 따라 여가시간의 양이 크게 증가하여,

는 스마트주택에 살면서 첨단레저를 즐길 것”
이라고
전망한다. 가상현실(VR) 기기를 통해 집안에서 골프
나야구, 축구등을즐기며, 땀을흘릴수있다. 특수안
경을쓰고골프장에들어서면페어웨이우중간쯤엔벙
커가보이고, 그린우측의해저드도눈에들어온다. 약
간 좌측을 보며 케이크어웨이한 다음 샷을 날렸다. 손
에쥔드라이버에공의무게가그대로실린다. 샷은운
좋게페어웨이벙커앞에서멈춘다. 볼을향해걷는다.
땀이 난다. 필드에 직접 골프를 치는 기분이나 실제로
는제자리에있다.
이처럼, 미래의 주택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고,
거주자의정체성을표현하는심벌이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