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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홈네트워크는 즐겁고, 쾌 하고, 편리하고, 안 한 삶을 한 정보 인 라로, 기에는 PC

를 심으로 한 데이터 심의 서비스에서 시작되어, 사이버 아 트, 주택 자동화등 거주 환

경의 변화에 따라 홈오토메이션,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 등의 A/V 기기 심의 엔터테인먼

트 서비스 심으로 발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유비쿼터스 홈네트워크 거주자, 비거주자 

그리고 문가의 설문조사를 통한 선호요소 그리고 유비쿼터스 주거환경을 통한 효과를 

통해 유비쿼터스와 주택을 결합한 유비쿼터스 홈네트워크 주택에 한 앞으로의 설계에 

해 분석 연구하 다.

평가항목
거주자 비거주자 문가

우선순 우선순 우선순

안 보안부문 1(29%) 2(22%) 1(49%)

행복추구부문 5(10%) 5(10%) 5(9%)

실내환경부문 2(20%) 1(23%) 2(19%)

가사생활부문 7(4%) 6(9%) 4(10%)

문화부문 4(15%) 3(19%) 6(7%)

편리부문 6(5%) 7(7%) 7(2%)

윤택부문 3(17%) 4(10%) 3(14%)

1. 서론

   각종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로토콜을 이용, 사람과 

기기, 기기와 기기, 콘텐츠들이 연결돼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기술들이 속속 

상용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  상황으로 새로운 진화의 

단계로 어들면서 출 한 새로운 홈주거 공간인 유비쿼

터스 홈네트워크 시 가 출 하게 되었다.

2. 홈네트워크의 정의 

   홈 네트워킹은 PC, 이동 화, 디지털 TV, 개인정보단

말(PDA), 게임기 등 가정 내의 정보기기에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디지털 데이터를 공유하고 역 통신을 사용하

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뿐 

아니라 정보기기 사이의 통합과 운 을 한 소 트웨어

와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홈네트워킹의 기본 구조는 내부

와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홈 게이트웨이, 화선· 력

선·무선 등 가정 내 통신망, 정보기기를 제어하며 상호 연

동시키는 미들웨어, 홈네트워킹 기능이 추가된 정보기기 

등으로 구성된다. 홈 네트워크 기술은 크게 네트워크 기

술, 단말기술, S/W기술, 응용  서비스기술 등이 표

인 기술이다.

3. 홈네트워크 주거공간 선호 요소 조사

   본 연구를 해 2010년 10월 29부터 12월 12일까지 한

달보름간에 걸쳐 선정된 상자를 E-Mail과 장설문조사

를 통하여 집단별 각각 30부씩 240명에게 실시하 다. 설

문 상은 거주구분으로 2009년 이후 송 지구에 입주한  

유비쿼터스 아 트 거주자  비거주자 그리고 주택건설 

IT 련 문가로 분류하 다. 홈네트워크 아 트 거주자

는 남(40%), 여자(60%)를 상으로 조사되었다. 나이별로

는 20 (3%), 30 (47%), 40 (41%), 50(8%), 60(1%)로 

조사되었다. 유비쿼터스 아 트 비거주자는 남자(53.3%), 

여자(46.7%)를 상으로 조사되었으며 나이별로는 20

(20%), 30 (33.3%), 40 (40%), 50 (6.7%)로 조사되었다. 

문가는 남자(94%), 여자(6%)를 상으로 조사되었으며 

나이별로는 20 (3%), 30 (67%), 40 (28%), 50 (2%)로 

조사되었다.

  먼  1단계로 주거공간의 평가항목을 안 보안, 행복추

구, 실내환경, 가사생활, 문화, 편리, 윤택별로 분류하여 조

사하 다. 분석결과, 거주자와 문가는 안 부문을 그리

고 비거주자는 실내환경부문을 선호하 다.

<표 1> 1단계 주거공간 평가항목

   

   2단계로 세 하게 안 보안 부문에서 안 과 보안을, 

행복추구 부문에서 내 행복, 외 행복을, 실내환경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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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거주자 비거주자 문가

우선순 우선순 우선순

안 보안

부문

안 1(73%) 2(33%) 1(72%)

보안 2(27%) 1(66%) 2(28%)

행복추구

부문

내 행복 1(68%) 2(29%) 1(60%)

외 행복 2(32%) 1(71%) 2(40%)

실내환경

부문

환경제어 1(63%) 2(32%) 1(73%)

실내환경제

어
2(37%) 1(68%) 2(27%)

가사생활

부문

가사 1(73%) 2(35%) 1(70%)

생활 2(27%) 1(65%) 2(30%)

문화부문

건강생활 1(75%) 2(45%) 1(70%)

문화생활 2(25%) 1(55%) 2(30%)

편리성부

문

기술성 2(31%) 2(37%) 2(42%)

자동화 1(69%) 1(63%) 1(58%)

윤택성부

문

친환경 1(73%) 1(72%) 1(67%)

규모 2(27%) 2(28%) 2(33%)

에서 환경제어와 실내 환경제어를, 가사생활부문에서 가사

와 생활을, 문화부문에서 건강생활과 문화생활을, 편리성

부문에서 기술성과 자동화를, 윤택성 부문에서 친환경과 

규모로 나 어 분류하여 조사하 다.

  그결과로 거주자, 문가는 안 , 내 행복, 환경제어, 

가사, 건강, 자동화, 친환경을 동일하게 선호한다고 응답하

다. 비거주자는 보안, 외 행복, 실내환경제어, 생활, 문

화생활, 자동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표 2> 2단계 주거공간 평가항목

  

 

3. 결론

  홈네트워크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거주자  비주거주자 

그리고 문가를 상으로 홈네트워크 주거공간의 선호항

목을 조사하 다. 그결과, 거주자와 문가 집단은 안 보

안 부문에 가장 선호를 답하 으나 비거주자는 건강을 가

장 선호하 다. 이러한 결과는 홈네트워크 주택의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선호하는 요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자, 문가는 안 , 내 행복, 환경제어, 가

사, 건강, 자동화, 친환경을 동일하게 선호한다고 응답하

다. 비거주자는 보안, 외 행복, 실내환경제어, 생활, 문화

생활, 자동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러

한 을 참고하여 차후 홈네트워크 기반으로 한 주택설계

할 때 주택 개발과 마 에 활용할 수 있기를 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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