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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고령자, 장애인의 삶의 질을 유지시키기 한 방법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의 주거 
형태인 스마트 홈은 인간 생활 반을 지원하기 한 다양한 기능  공간이 융합된 곳으로서, 
삶의 질에 크게 향을 끼칠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다. 따라서 삶의 공간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해 사용자의 실제 니즈를 반 하는 것이 매우 요하며, 스마트 홈 내의 사용자 가치에 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범 한 스마트 홈 서비스를 명확히 분류하고 서비스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용자 가치를 제시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 홈 서비스를 사용자 에서 분류하고,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용자 가치를 
규명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문헌 연구를 통하여 사용자 심  에서 스마트 
홈을 정의하고 이를 토 로 스마트 홈의 기능  서비스 분류 체계를 수립하 다. 한 스마트 
홈 서비스의 기술, 서비스 역에서의 사용자 요구가치를 도출하고, 앞서 수립된 서비스 분류 
체계와의 연 계를 도출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추후 스마트 홈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사용자에 
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concept of Smart home is receiving a huge attention as a future living environment 
because of its advantages for elderly and disabled to maintain their quality of life. Smart 
home is a place equipped with integration of technology and services and closely intertwined 
with occupant’s lifestyle. Therefore it is critical to consider the user’s actual needs for ensuring 
satisfaction. However despite growing researches on user values for smart home, there 
have been few studies clearly categorizing smart home service and stating user values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service. Thu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classify smart 
home services on user’s perspective, and reveal user values for each smart home services. 
Through the in-depth literature review, we elicited technology-related user values and 
service-related user values, and state classification for smart home service.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user values and each smart home services were reveal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uld help to reflect user’s actual needs for designing smart hom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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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2062년에는 

가장 고령화된 OECD 국가가 될 것으로 상

된다[22]. 고령자  신체  어려움을 가진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 유지시키는 방향  

하나는 가정환경의 스마트 화를 통해 편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마트 홈, 지

능형 홈, 홈 오토메이션 등으로 제시되어 온 

이러한 개념은 가정 내의 네트워킹 디바이스

와 기술의 존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설명

하고 있다. 스마트 홈 회에서는 스마트 홈

을 삶의 질 향상을 해 홈 네트워킹을 통한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정의하고 있다[7]. 

이처럼 스마트 홈은 미래의 주거 형태로서, 

폭넓은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어 리

이션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증가하며 그 

기능이 분화되고 있고 재 스마트 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간 생활을 반 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스마트 홈이란 인간 생활 반을 지원하

기 한 다양한 기능  공간이 융합된 곳으로

서, 삶의 질에 크게 향을 끼칠 잠재력을 가

진 공간이다. 이러한 을 고려하면, 삶의 공

간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해 사용자의 실제 

니즈를 반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15, 29]. 이를 해 스마트 홈 디자인을 

한 사용자 가치에 한 연구가 인스토

, 문가 인터뷰, FGI 등을 통해 활발히 이

루어져 왔다[2, 3, 6, 16, 17, 25]. 이러한 스마

트 홈 요구 가치에 한 연구는 일반 으로 

반 인 스마트 홈의 요구 가치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 한 바

와 같이 스마트 홈 서비스는 인간 생활을 

범 하게 지원하며, 그 기 때문에 다양한 서

비스의 개별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용자 

가치가 달라지거나, 그 요도가 상이할 가능

성이 크다[10, 14, 18]. 하지만 스마트 홈 서비

스를 명확히 분류하여 서비스 특성에 따라 요

구되는 사용자 가치를 제시한 연구는 아직 부

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 홈 서비스의 개발에 있어 

사용자에 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돕

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 은 

사용자 에서 스마트 홈 서비스의 분류 기

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용자에게 합한 서

비스 개발을 해선 우선 그 서비스가 사용자

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명확히 정의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

은 개별 스마트 홈 서비스가 그 역에 따라 

어떤 사용자 가치가 요구되는지 규명하는 것

이다. 범 한 인간 생활을 지원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따라 사용자 요구 가치는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10, 14]. 따라서 스마트 홈 내의 

개별 서비스 역을 정의하고, 서비스 역별

로 요구되는 사용자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2. 문헌 연구

2.1 스마트 홈의 정의

가정환경 내의 네트워킹 기기와 설비, 서비

스를 소개하기 한 개념으로 스마트 홈, 지능

형 홈, 홈 네트워킹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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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efinition

Aldrich[1]

A residence equipped with comput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which anticipates 

and responds to the needs of the occupants, working to promote their comfort, 

convenience, security and entertainment through the management of technology 

within the home and connections to the world beyond

Fisk[13]

One where smart technologies are installed and where those technologies facilitate 

automatic or user-initiated communication, involving a range of appliances, sensors, 

actuators and switches

King[21]

A dwelling incorporating a communications network that connects the key electrical 

appliances and services, and allows them to be remotely controlled, monitored, or 

accessed. Remotely in this context can mean both within the dwelling and from 

outside the dwelling

Poulson[23]

The integration of technologies and services, applied to homes, flats, apartments, 

houses and small buildings with the purpose of automating them and obtaining and 

increasing safety and security, comfort, communication, and technical management

Dewsbury[11]

A residence that uses a home controller to integrate the residence’s various home 

automation systems, integration of the home systems allows them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through the home controller, thereby enabling single button and 

voice control of the various home systems simultaneously, in pre-programmed 

scenarios or operating modes

Balta-Ozkan[4]

A residence equipped with a communications network, linking sensors, domestic 

appliances, and other electronic and electric devices, that can be remotely monitored, 

accessed or controlled, and which provide services that respond to the needs of its 

inhabitants

Chan[8]
Any living or working environment that has been carefully constructed to assist 

people in carrying out required activities

Bierhoff[7]
The integration of technology and services through home networking for a better 

quality of living

<Table 1> Definition of Smart Home

되고 있다. 스마트 홈은 여러 연구에서 정의

되고 있으며, 이는 <Table 1>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정의들은 사용 용어나 근 방식에서

의 차이는 있지만 다음의 개념을 공통 으로 

제시하고 있다.

1. 거주자의 일상생활 반을 지원하는 서

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인다.

2. 자동화된 지능형 컴퓨 을 통해 주거 지

내부와 외부의 서비스, 정보, 기술, 설비

는 서로 연결된다.

3. 주거 상황을 가정하여, 이러한 서비스  

기술과의 인터랙션이 발생하는 배경은 

가정 내 환경이다.

즉 스마트 홈 이라는 개념은 가정 내 환경

에서 자동화, 지능형 컴퓨 의 존재, 그리고 

서비스와의 융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제

시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 홈의 핵심 개념

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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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마트 홈 서비스 분류 련 연구

거주자 일상 행동의 넓은 범 를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 홈의 특성 상 스마트 홈 서비스

를 분류한 기존 연구들의 분류 기 은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다. 

Balta-Ozkan[3]에서는 사용자가 목표하는 

니즈에 따라 안 , 에 지 리, 라이  스타일 

지원의 세 분류로 나 어진다. 한 세 분류 아

래엔 고령자나 장애인, 그리고 그들의 반려인

과 동거인에게 독립성, 심신의 편안함을 제공

하고 비정상  상황에 처하기 해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Assisted Living, 센서와 모니

터를 이용해 잠재 인 험을 찾아내고, 문의 

잠  상태를 검하며, 도 험을 비하는 

Security, 에 지 수요를 직․간 으로 이

기 한 Energy efficiency 등의 8가지 세부 서

비스로 분류되었다.

De Silva[10]은 서비스의 목 에 따라 역

을 구별하 는데, 거주자의 행동을 거주자의 

행동을 감지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통해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eldercare, healthcare, childcare 서비스와, 

멀티미디어를 스마트 홈 내에서 장하고 검색

하는 것이 목표인 Better life 서비스, 거주자를 

자연재해,  신체  손상으로부터 보호하

기 해 거주 환경의 정보를 수집하여 알람을 

울리는 Security 서비스로 나 어진다. 한 추

가 으로 근래 주목 받는 서비스로 모니터링과 

기기 제어를 통해 에 지 소비를 이는 Energy 

efficiency 서비스를 제시하 다.

Friedewald[14]는 가정환경에서 지능형 서

비스가 인간의 어떤 행동을 지원하는지를 토

로 서비스를 분류하 는데, 기본 인 가정 

리를 돕는 홈 오토메이션 서비스, 커뮤니

이션과 사회  계를 지원하여 사람과 사람, 

혹은 사회와의 연결망으로서 기능하는 서비

스, 쉬고, 재충 하고, 즐기고, 운동할 수 있도

록 취미와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일하

고 배울 수 있도록 생산 인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네 가지 분류를 제시하 다. 이 연구

는 가정 내 인간의 행동에 집 했다는 것이 특

징으로, 서비스의 목  보다는 서비스를 하

는 사용자의 태도를 기 으로 분류하 다. 

Hamernik[19]의 경우 스마트 홈 내의 기능

 면에 집 하여 네 가지로 나 었다. 가 , 

패 , 기기 등을 제어하는 시스템인 Electro, 

음악, 상, 게임 등 개인  여가를 한 Audio/

Video, 거주자의 건강  에 지 리를 한 

Environment, 거주자를 보호하기 한 Security 

서비스가 네 가지 분류에 속한다. 

가정환경의 자동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가장 요한 이득으로 제시되는 것이 

에 지 리와 사용자의 편안함이다. 그 기 

때문에 스마트 홈 서비스를 분류한 여러 이  

연구들에서도 분류된 서비스의 하나로 에 지 

리 서비스를 제시한 후, 사용자의 니즈를 연

구자의 에 따라 건강, 안 , 즐거움, 사회

성 등과 같이 다양한 기 으로 나뉘어 분류하

는 경향을 보 다. 그러나 이러한 이  연구들

에서 스마트 홈 서비스의 분류 기 과 과정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며, 기술의 발 과 

함께 역을 확장하고 있는 스마트 홈 서비스

의 분류 체계를 제시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2.3 스마트 홈 사용자 가치 련 연구

사용자에게 한 스마트 홈을 구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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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필요한 사용자 요구 가치에 한 연구

는 여러 연구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

구들은 주로 반 인 스마트 홈의 요구 가

치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스마트 홈 

내에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들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공통 으로 제시된 요구사

항은 서비스가 개개인의 생활 패턴에 하

게 맞춰지는 것으로, 사용 문맥, 생활 패턴, 

행동, 유동성 등의 단어로 표 되었다[3, 12, 

26, 30]. 사용자는 개개인마다 그 생활 패턴이 

다르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Stringer[26]에서

는, 유동 으로 사용자의 생활 습 에 잘 통

합되지 않으면 스마트 홈의 유용성은 달되

기 어려움을 강조 한 바 있다.

스마트 홈 시스템과 사용자와의 인터랙션

과 련된 요구사항으로서는 사용용이성, 단

순성, 수용성, 학습용이성 등이 제시되었다[2, 

3, 6, 16, 25]. 이는 특히 스마트 홈이 가정 내

에서 용된다는 에서 요하다. 가장 편안

한 시간을 보내야 할 가정에서 사용자가 기

술 인 숙련도를 키워야 시스템을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용

이 쉬워야 함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직

인 인터랙션 자체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요구 역시 보 다[23, 25, 28, 29].

신뢰성, 통제성, 믿음과 같은 요구사항은 

여러 연구에서 도출되었는데 이는 시스템이 

고장 나거나 원하는 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용자의 우려에서 기인한 것이다[3, 

14, 24]. 스마트 홈 시스템은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 로 작동하지 않

을 가능성에 한 우려가 크며, 이와 더불어 

범 하게 수집되는 개인 정보의 유출에 

한 우려 역시 치명 이다[3, 6].

서비스의 목 과 련해선, 자동화를 통한 

비용, 시간, 노력의 이득, 편리함, 기능성 향상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다[16, 25]. 그러나 스마

트 홈의 효율  측면 외에도, 사회  계를 지

원하거나[14], 기능성보다는 편안한 감정이나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2, 17, 30] 서비스에 

한 요구 역시 몇몇 연구에서 나타났다.

이처럼 스마트 홈에 한 사용자 가치는 많

은 연구를 통해 탐색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

구들에서는 새로운 기술이기도 하며, 일상 

반을 지원하는 서비스이기도 한 스마트 홈의 

기술과 서비스의 두 가지 측면이 혼재되어 나

타나 있다. 사용자 요구 가치의 실제  용을 

해선 이 두 가지 측면을 개별 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의 발

에 따라 신뢰성은 더욱 요해 질 것이며

[14], 개개인의 라이 스타일은 서비스 수용에 

있어 많은 향을 미칠 것이다[10]. 

이처럼 이  연구들에서 언 된 바와 같이 

스마트 홈이 포함하고 있는 넓은 서비스 

역의 개별 특징에 따라 요구되는 사용자 가

치는 상이할 것이며 따라서 서비스 특징에 

따른 사용자 요구 가치 도출이 필요하다. 

3. 사용자 심의 스마트 홈 서비스 

분류 체계 분석

3.1 서비스 분류

앞서 제 2.2 에서 언 한 스마트 홈 서비스 

분류 련 연구 분석을 통하여 서비스 목 과 

성격의 유사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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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서비스를 4가지 역(Security, Entertainment, 

Health, Convenience)으로 구분하 다. 한, 

재 스마트 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조사

하여 서비스 역별 성격에 따라 9가지 세부 

서비스를 정의하 다. 분류된 서비스는 각각의 

서비스에 요구되는 사용자 가치를 기 으로 

제 3.3 에서 재 분류될 것이다.

3.1.1 Security
Security 서비스는 거주자의 행동과 집 주변 

상황을 찰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 측

하고 방하는 서비스이다. 스마트 홈은 안

에 한 거주자의 높은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이를 해 거주자 행동과 거주지 주변 상

황 정보를 수집하여 을 측한다. 거주자

에게 이 발생하 을 시 거주자 련 주변

인에게 이를 알리며 에 한 처를 한다. 

보안 상황에 한 일반 인 안내는 언제 어디

서나 거주자에게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집 내

부 외부의 보안 상황에 한 일반 인 안내, 

리를 가능하게 하는 Access Control 서비스, 그

리고 보안상의 과 물리  험을 감지, 

측하여 거주자에게 알리고 처하는 Security 

Alarm 서비스로 나  수 있다. 

3.1.2 Entertainment
Entertainment 서비스는 거주자에게 개개인

의 취향과 성향에 맞는 여가 생활의 지원을 통

해 즐거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인 으로는 

게임, 멀티미디어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

고 사회 으로는 외부와의 연결망과 사회 계

를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개인

인 여가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

공하는 Multimedia 서비스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지원하는 Communication 서비스로 나

눠진다.

3.1.3 Healthcare
Healthcare 서비스는 거주자의 신체 상태 변

화를 감지하고, 신체 능력의 감소에도 동일한 

삶의 질을 유지시키며, 거주자의 질병을 리

하는 서비스이다. 스마트 홈은 거주자의 신체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해 거주자가 질병을 가

지고 있는 경우 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

며, 거주자의 신체에 이 발생하면 이에 

처한다. 이 서비스는 원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Telemedicine 서비스와, 거주자 신체

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이에 처하는 

Healthcare Alarm 서비스로 나  수 있다.

3.1.4 Convenience
Convenience 서비스는 고령 거주자의 상태, 

거주지의 상태와 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거

주자에게 합하고, 편안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거주자에게 다방면에서

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 한다. 이는 시간 , 비용 , 노력 측면에서

의 이득을 뜻하는데, 스마트 홈은 거주자의 시

간을 약시켜 주며,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을 

막고, 집안일을 해 들이는 수고로움을 최소

화 시키게 된다. 이를 해 거주자 행동  거

주지 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여 거주자의 

다음 행동과 그에 합한 환경을 측한다. 이

에 맞춰 거주자에게 실시간으로 가장 합한 

환경을 자연스럽게 조성하거나, 거주자가 가정 

내 가 과 환경을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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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User Value
Collected terms from 

prior studies

Technology

-related

Privacy Privacy

Controll

-ability

Control

Trust

Reliability Reliability

Implicit
Minimal interaction

Implicit

Ease of use

Ease of use

Learning

Acceptability

Simplicity Simplicity

Service

-related

Safety
Safety

Security

Flexibility

Flexibility

Lifecycle

Activity

Context

Sociability Relationship

Meaningful

-ness

Comfort

Enjoyable

Entertaining

Memory

Relaxation

Sentiment

Spatiality

Meaningfulness

Efficiency

Utility

Convenience

Functionality

Saving

Efficient

<Table 2> Summary of Collected 

User Values for Smart 

Home from Prior Studies

이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

는데,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력과 수도 등

을 리하여 비용 약을 도모하는 Energy 

Management 서비스와, 가정 내 온도, 조명 

등의 환경을 거주자에 합하게 실시간으로 

조 하여 안락함을 추구하는 Environment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홈 내 가 과 기기 등

의 설비의 원격 조작을 지원하고 상황에 맞

도록 자동화하는 Control of Appliance 서비

스로 나  수 있다.

3.2 요구가치

스마트 홈은 가정 내에서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한 ICT 기술과 다채로운 서비스의 융

합으로 정의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홈의 

요구가치 한 스마트 홈의 기술 , 서비스 인 

두 가지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를 통해 련 연구 18개에서 사용자 

요구사항, 스마트 홈이 제공해야 할 가치, 고려

사항과 련된 단어 29개를 수집하 다. 수집된 

가치 단어 29개를 공통된 의미와 연  요인에 

따라 통․폐합 과정을 수행하기 하여 인간공

학 문가 4명을 섭외하 다. 인간공학 문가

는 토의를 통해 각 가치들에 한 통․폐합 과정

을 수행하 으며 <Table 2>와 같이 11가지의 

스마트 홈 사용자 가치를 도출하 다. 그 정의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이러한 11가

지의 사용자 가치는 기술 련 사용자 가치와 

서비스 련 사용자 가치로 양분된다.

3.2.1 Service-Related User Value
서비스 련 사용자 요구 가치(이하 서비스 

가치)는 서비스의 목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가치는 스마트 홈 서비스가 사용자에

게 제공해야 할 궁극 인 가치, 이득에 해 

표 하고 있어 서비스 자체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사용자 가치이다. 서비스 가치는 5가지

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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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User values Definition

Technology-

related

Privacy Being protected against information leakage

Controllability
Remain responsibility for users to organize system and able to control 

system anytime they want.

Reliability Users trust system to work appropriate and as predicted

Implicit Minimize direct interaction between user and system

Ease of use Do not need to learn to control system

Simplicity Reduce overload of information and provide appropriate information

Service

-related

Safety Deny unauthorized access and protect residents from damage of harm

Flexibility Fit to people’s inconsistent and changing lifestyle.

Sociability Encourage involvement with other people.

Meaningfulness Give additional value and experience beyond technological assistance.

Efficiency Reduce effort, time, and cost to manage home.

<Table 3> Definition of User Values for Smart Home

안 (Safety)
우선 스마트 홈은 물리  에 해서 

안 함을 느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물

리  은 무단 침입과 같은 보안 련 

뿐만 아니라, 재난, 응 상황 등 거주자의 

신체에 한 험 한 포함한다. 특히 국내 

거주자는 스마트 홈에서 물리  안 함을 가

장 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20].

융통성(Flexibility)
인간은 매우 다양한 성향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행동 

패턴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스마트 홈은 다양

한 사용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사용 문맥을 

악하여 거주자의 생활 패턴에 합한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한다[3].

사회성(Sociability)
스마트 홈 서비스는 거주자와 다른 사람들

과의 계를 증진시켜  수 있다. 사회  

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이외에도, 서비스에 사

회  을 포함시키는 것은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유의미성(Meaningfulness)
스마트 홈 서비스는 단순한 기능성, 효율

성을 넘어 사용자에게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

해야 한다. 정 인 감정  가치의 달은 

사용자가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기술, 제품, 

서비스를 단하는 기 이 된다[17].

효율성(Efficiency)
스마트 홈은 기술의 자동화를 통해 인

이 집안일과 같은 가정 리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여 편리성을 증 해야 한다. 이를 통

해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비용, 시간, 노력 측면

에서 이득을 제공한다[6, 25].

3.2.2 Technology-Related User Values
기술 련 사용자 요구 가치(이하 기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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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스마트 홈의 기술  측면에 집 하여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의 장

벽이 될 수 있는 요소, 가정 내 라는 환경에

서 기술 용 시의 고려사항과 련이 있는 

사용자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는 서비스를 사

용자가 사용할 때, 서비스  시스템과 사용

자와의 인터랙션이 발생하는 상황, 즉 서비스

의 실행  용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용자 가치이다. 기술 가치는 총 6가지의 세

부 가치로 도출되었다.

사생활 보호(Privacy)
사생활 보호란 융, 건강  신체 련 정

보 등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에 한 사용

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보사용 권한을 조정

해야 함을 뜻한다. 일상생활에 녹아 있는 자

연스러운 용과 편리성 증 를 해 거주자

의 행동뿐만 아니라 범 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에서 사생활 보호는 더욱 

요하다[2, 3].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
통제가능성이란, 사용자가 시스템에 해 

가지는 통제  책임감은 유지되어야 함을 

뜻한다. 신 으로 발 된 ICT 기술이 생활 

가장 가까운 곳에 용되는 환경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기술의 침입 가능성에 한 우려는 

스마트 홈 서비스의 수용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6, 25].

신뢰성(Reliability)
신뢰성이란 시스템이 사용자가 측한 로 

하게 작동하여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함을 뜻한다[5, 9, 24]. 사용자가 잘못

된 조작, 실수를 지르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스마트 홈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선 데이터 손실, 작동 실패에 비

한 백업을 구비해야 한다[16].

내재화(Implicit)
내재화란 시스템이 환경에 내재되어 사용 

문맥과 환경을 인식해야 함을 뜻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직 인 인터랙

션을 최소화해야 한다[23, 28].

사용용이성(Ease of Use)
사용용이성이란 서비스의 작동 방식이 쉽고, 

단순하고, 직 이며, 배울 필요가 없어야 

함을 뜻한다. 이를 해 단순하고 직 인 

인터랙션 방식을 통해 모든 그룹의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2, 6].

단순성(Simplicity)
단순성이란 서비스로부터 사용자에게 제공

되는 정보가 간결하고, 합하여 이해하기 쉬

워야 함을 뜻한다. 이를 해선 정보의 과부

하를 이고, 한 수 의 정보를 합한 

문맥에서 제공해야 한다[16, 25].

3.3 사용자 가치와 서비스의 연 성

3.3.1 서비스 역 별 사용자 가치 정의

앞서 도출 된 스마트 홈의 세부 서비스는 

각 서비스의 목 과 방식 등에서 상이한 특

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요

구 가치를 심으로 개별 서비스의 특성을 

연결하여 사용자의 요구 가치를 심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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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Service-related user value Technology-related user value

Safety
Flexi-

bility

Socia-

bility

Meaning

-fulness

Effici-

ency
Privacy

Controll

-ability

Relia-

bility
Implicit

Ease 

of use

Sim-

plicity

Access Control

Security Alarm

Multimedia

Communication

Healthcare 

Alarm

Telemedicine

Energy 

Management

Environment

Control of 

Appliance

<Table 4> Summary of User Values for Service Domain

비스 역을 재 분류하고, 역 별 사용자 가

치를 도출함으로서 스마트 홈 서비스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마트 홈 서비스 역 별 사용자 가치의 도

출은 인간공학 문가 4명을 선정하여 델 이 

기법을 이용해 진행되었다. 총 2번의 설문과 1

번의 토의를 수행하 으며, 1차 설문에서는 스

마트 홈 세부 서비스 9가지에 한 개방형 질

문을 하여 문가들의 견해를 수집  분석 하

으며, 2차 설문에서는 제 3.2 에서 정의된 

11가지 스마트 홈 사용자 가치와 세부 서비스 

9가지를 제시하여 각 세부 서비스와 사용자 가

치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 다. 수집된 결과를 

기반으로 인간공학 문가 4명의 토의를 통해 

스마트 홈의 세부 서비스 9가지와 사용자의 요

구 가치 11가지가 <Table 4>와 같이 연결 되

었다. 를 들어 Access Control 서비스의 경

우, 서비스 련 가치와 기술 련 가치가 모

두 요구되며, 요구되는 가치에는 기술의 자동

화를 통해 거주자가 원격으로 언제 어디서든 

가정의 보안 상황을 리 할 수 있는 효율성, 

물리  에서 거주자를 보호하는 안 , 

재 보안 상황의 정보 요도를 평가하여  

시기에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요한 정보

만 제공해야 하는 단순성, 어떤 상황에서나 사

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용이성이 포

함된다. 이처럼 스마트 홈의 서비스 9가지는 

각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의 요구 가치가 

제시되었다. 

Security Alarm 서비스와 Healthcare Alarm 

서비스는 각각 보안상의 을 감지하여 거주

자가 에 하여 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

고 건강상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여 거주자에게 

알림을 주는 서비스로 Security Alarm 서비스

는 거주 환경을 찰하여 험을 측하고 

Healthcare Alarm 서비스는 거주자 신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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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집하여 이상 징후를 발견 한다는 차이

이 있으나 물리  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

해야 한다는 안  측면의 가치와 오작동이 일

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신뢰성의 

가치를 공통 으로 공유하 다. 이에 따라 동

일한 사용자 요구 가치를 공유하는 두 서비스

를 응 (Emergency) 서비스로 통합하여, 최종

으로 8가지 세부 서비스 분류와 요구 사용자 

가치를 제시하 다.

3.3.2 사용자 가치 기  서비스 분류체계

스마트 홈 서비스는 서비스 가치의 에

서 3가지 목 , 안 (Safety), 생활지원 (Life 

Support), 효율성(Efficiency)으로 나 어 

근 할 수 있다[4]. 스마트 홈의 세부 서비스는 

두 개 이상의 목 과 서비스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Figure 1>과 같이 이 세 가지 가치

를 기 으로 서로 다른 가치를 공유한다. 안

 서비스는 물리 , 신체  험을 방하고 

거주자를 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

인 서비스를 뜻하며, 서비스 가치  안 을 

가지는 스마트 홈 서비스가 포함된다. 생활지

원 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기술과 서비스가 

에 보이는 이득, 안 함, 효율성을 넘어서

서 사용자에게 추가 인 가치를 제공하는 서

비스를 뜻하며, 서비스 가치  융통성, 사회

성, 유의미성을 가지는 스마트 홈 서비스가 

포함된다. 효율성 서비스는 스마트 홈 서비스

의 용을 통해 거주자에게 시간, 노력, 비용

인 이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며, 서비

스 가치  효율성을 가지는 스마트 홈 서비

스가 포함된다.

기존의 스마트 홈 세부 서비스를 이러한 체

계에 따라 분류하면, <Figure 1>과 같이 이 

세 가지 가치를 기 으로 서로 다른 두 개 이

상의 목 과 서비스 가치를 공유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 다. 이처럼 스마트 홈 서비스를 

서비스 가치를 기 으로 재분류함으로서, 기술 

심  , 혹은 서비스 제공자의 이 

아닌 사용자 에서 서비스가 분류되었다.

<Figure 1> Service Domain of Smart 

Home at User-Centered 

Prospective

3.3.3 서비스 가치와 기술 가치 연 성 분석

앞서 서비스 가치를 통해 분류되고 정의된 

서비스의 역 별 기술 가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해, 앞서 분석된 서비스 역 별 사용

자 가치를 기반으로 서비스 가치와 기술 가치

의 련성을 <Figure 2>와 같이 분석하 다. 

안  련 서비스의 경우 기본 으로 신뢰성

이라는 기술 가치가 요구되며, 안  련 서비

스  하나인 응  서비스는 험 상황에 한 

처를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오작동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성이 가장 요하게 요구



178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20권 제1호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안 서비스의 경우 안

  효율성의 두 가지 서비스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용용이성과 단순성의 기술 

가치를 공유하게 된다. 이는 안 , 효율성 두 

가지 목 을 가지는 서비스 특성 상 언제나 쉽

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용이성과, 정보

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나타나야 하는 단순성

이 가장 요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효율성 련 서비스의 경우, 내재화라는 기

술 가치가 요구되며 생활지원 서비스와 통제가

능성을 공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본 으로 

사용자에게 시간  노력 측면에서 이득을 주

기 해 서비스와의 인터랙션은 을수록 좋기 

때문에 내재화라는 기술 가치를 가지지만, 효

율성과 함께 생활지원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좀 더 사용자의 일

상과 해진 상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

는 기술이 삶에 침입함을 느끼기 쉽고 통제가

능성이 필요해 지는 것이다. 효율성과 생활 지

원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 서비스로는 환경

제어  가 제어 서비스를 로 들 수 있으며, 

이 두 서비스는 모두 가정 내 일상생활 속에서 

기기  환경의 제어를 통해 편리함  안락함

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직

 인터랙션을 최소화하는 내재화라는 기술 가

치가 요구되며, 동시에 지나친 자동화로 인해 

기술이 삶에 침입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통

제가능성이라는 기술 가치 한 필요하다. 이

처럼, 스마트 홈의 각 서비스 역은 서로 다른 

기술 가치를 공유하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서비스 특징에 따라 기술 가치가 다양하게 나

타나는 이유는 스마트 홈 서비스가 포함하는 

범 가 매우 넓기 때문으로, 서비스의 목 과 

제공 방식에서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Figure 2> Technology-related User 

Values for Service 

Domain

4. 결  론

4.1 이론  시사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스마트 홈 

서비스를 사용자 가치 기반으로 재분류하고, 

서비스 별 요구 사용자 가치를 도출하 다. 이

에 따라 스마트 홈 서비스는 크게 안 , 생활

지원,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의 서비스 가치에 

기반하여 분류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세 가지 가치는 스마트 홈의 서비스를 사용자 

에서 정의할 수 있는 기 이 된다. 사용자 

에서 스마트 홈은 궁극 으로 제공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분류 될 수 있다. 이

게 분류된 스마트 홈 서비스 역은 서로 겹

치기도 하는 모습을 보 다. 재 이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스마트 홈 서비스들은 8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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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될 수 있었으며, 개별 서비스의 요구 서

비스 가치 한 도출 되었다.

한, 기존 연구들에서 분석되었던 사용자 

요구 가치를 재검토하 다. 사용자 요구 가치

는 서비스의 목 과 련되어 있는 서비스 

가치와, 서비스의 용이한 용과 같은 기술  

이슈와 련되어 있는 기술 가치로 나 어 

질 수 있었다. 서비스 가치는 사용자 에서 

서비스를 정의하기 해 사용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의 된 서비스 역에 따라 기술 

가치의 요구 한 달라짐을 확인하 다.

4.2 실용  시사   연구 활용방안

사용자 가치는 서비스 가치와 기술 가치로 

양분되어 서비스 설계 단계에 따라 단계 으

로 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목 , 상, 특

징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서비스 가치가 고

려되며, 이후 서비스를 용하고, 서비스가 

사용자와 인터랙션 하는 방식을 설계할 때에

는 기술 가치가 고려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 

홈 내 서비스는 그 목 과 특성에 따라 요구

되는 가치가 도출되게 된다. 한 서비스 가

치 기반의 서비스 분류 체계는 새로운 서비

스를 정의하고 설계하는 것에도 도움을  

수 있다. 를 들어 앞서 분류된 8가지 세부 

스마트 홈 서비스에 속하지 않는 서비스가 

제안되었을 때에도, 서비스 가치 기반의 분류 

체계를 통해 목 을 분석함으로써 요구되는 

사용자 가치를 정의할 수 있다.

이 듯 서비스 가치와 기술 가치와의 연결

을 통해 더욱 다양하게 발 하고 있는 스마

트 홈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기술 련 사용

자 요구 가치를 밝힐 수 있었다. 향후 개발될 

스마트 홈 서비스  앞서 도출된 세부 스마

트 홈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서

비스 분류 체계를 통해 새로이 분류될 수 있

으며, 사용자 요구 가치를 한 측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실증  검증을 통하여 제안된 분류 기   

서비스 역 별 사용자 요구가치의 재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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