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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안)

〈사업추진 방향〉

ㅇ 스마트+인테리어 표준화 연구를 통해 스마트+인테리어 기기/플랫폼/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교육 및 세미나를 

실시하여 스마트+인테리어 인지도 제고 및 전문 인력 양성

ㅇ 스마트+인테리어 테스트베드 구축, 적용을 통해 스마트+인테

리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과제

를 발굴하여 포럼 회원사 및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실현  

ㅇ 사업요약

사업명 주 요 내 용

 표준화 연구 ○ 스마트+인테리어 표준화 요구사항 조사 및 표준 연구

교육 및 세미나

○ 스마트+인테리어 교육 추진

○ 스마트+인테리어 컨설팅 전문가 인증 제정

○ 스마트+인테리어 리딩케이스 세미나 개최

테스트 베드
○ 스마트+인테리어 Open Lab 추진계획 마련

○ 스마트+인테리어 컨셉 디자인 개발

BM 및 과제 발굴

○ 스마트+인테리어 비즈니스 모델 연구

○ 포럼 회원사 간 스마트+인테리어 서비스 협력모델 연구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인테리어 과제 발굴

홍보 및 정보공유

○ 포럼 홈페이지 구축․운영 및 뉴스레터 발송

○ 포럼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국내·외 스마트+인테리어 관련 전시회 참가

정책 연구 ○ 스마트+인테리어산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및규제개선연구

공동구매 ○ 포럼 회원사 수요반영 공동구매 추진계획 마련

포럼 운영
○ 포럼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 분과위원회 운영(격월 개최)



- 10 -

1  표준화 연구 

1-1. 스마트+인테리어 표준화 연구

o 스마트화를 위한 산업분야별(가구, 가전, 건축,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국내 기업 표준화 요구사항 기반의 표준화 추진

o 스마트+인테리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표준 개선사항 의견수렴 및 

스마트+인테리어 표준 반영

o 글로벌 사물인터넷 표준화 규격인 OCF 적용 표준화 연구  

o 스마트+인테리어 기술표준 중기 로드맵 작성  

2  교육 및 세미나

2-1. 스마트+인테리어 교육 추진

o 스마트+인테리어 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교육 강사 양성

o 국내 중소/Startup 가구·인테리어 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활용 

방안 교육 실시

2-2. 스마트+인테리어 컨설팅 전문가 인증 제정

o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하여 국가공인자격 수준의 스마트+인테리어 

컨설팅 전문가 인증 제정

2-3. 스마트+인테리어 리딩케이스 세미나 개최

o 국내·외에서 사업화에 성공하거나 이슈가 된 스마트+인테리어 리딩케이스를 

공유하는 세미나 개최(연 2회)

3  테스트 베드

3-1. 스마트+인테리어 Open Lab 추진계획 마련

o 스마트+인테리어 기술/제품/플랫폼 테스트를 위한 시험방법 및 시험환경 

제공을 위하여 스마트+인테리어 Open Lab 추진계획 마련 

o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솔로경제를 위해 특화된 스마트 키친 플랫폼  

개발 및 구축계획 마련

3-2. 스마트+인테리어 컨셉 디자인 개발 

o 스마트+인테리어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스마트+인테리어 

컨셉 디자인 기획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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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M 및 과제 발굴

4-1. 스마트+인테리어 비즈니스 모델 연구

o 국내·외 스마트+인테리어 및 사물인터넷 서비스 유즈케이스 조사․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4-2. 포럼 가입사 간 스마트+인테리어 서비스 협력모델 연구

o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제품/서비스 간, 스마트+인테리어 서비스 협력모델 

연구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및 패키징 수출방안 모색

4-3. 사회문제 해결형 스마트+인테리어 과제 발굴 

o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인테리어 과제를 발굴하고 

기술사업화 연계

5  홍보 및 정보공유

5-1. 홍보 및 정보공유

o 스마트+인테리어 포럼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홈페이지 open, 11월)

o 스마트+인테리어 포럼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분기별 발송)

- 국내외 스마트+인테리어 관련 신제품, 서비스 사례 정보 제공

o 스마트+인테리어 홍보자료 제작 및 교육, 세미나 개최 시 배포

o 국내·외 스마트+인테리어 관련 전시회 참가 및 공동관 운영 추진

6  정책연구

6-1. 스마트+인테리어 산업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규제 개선 연구

o 포럼 회원사 대상 정책 법·제도 및 규제 관련 애로 사항 조사 

o 스마트+인테리어 산업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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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구매 

7-1. 공동구매 

o 포럼 회원사 대상 공동구매 품목 수요조사

o 공동구매 대행사 선정 및 추진 프로세스 수립 

※예)Chip set, 스마트+인테리어 건축 자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