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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 시 를 맞이하여, 기존 스마트 홈서비스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스마트 홈 필요

서비스를 악하 다. 모든 스마트 홈이 그 듯, 사용자의 사용성 목 패턴에 따라 필요와 임의의 서비스를 조해 보았

을 때 향후 이용에 한 실효성이 요하다. 신뢰성 향상과 발 방향 제시를 해 주요 사용자인 20～30 를 상으로 총

11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를 통해서 재 스마트 홈의 서비스의 신뢰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신뢰가 낮은 요소로는 사용성에 부족한 근방식, 기기 인식 부족 능력 그리고 특성화 서비스 부족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

홈서비스가 아직 기 단계인 만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스마트 홈서비스와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융합, 1인 가구, 스마트 홈, 사물인터넷, 인터페이스, 4차 산업 명, NUI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the existing smart home service and grasped the 

needs of the future smart home service in the future of the Internet of Things. As with all smart homes, the 

effectiveness of future use is important when comparing needs and random services according to user usability and 

destination patterns.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to promote the development direction,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110 people in 20 ~ 30 age group. The survey shows that the reliability of the smart home 

service is low. The low trust factors include: 1. lack of usability; 2. lack of device recognition; 3. lack of 

specialization services. Since the smart home service is still in the early stage, various smart home services and 

ecosystem should be constructed according to user's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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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경  목적

최근지속해서증가하고 있는 스마트 홈의 키워드는 1

인 가구이다. 1인 가구란 1인이 독립 으로 취사, 취침등

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1].

1인 가구의 특징은 혼자서 생활을 유지하고 리

유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 홈서비스는 매우 유용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5, pp. 129-135, 2018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8.9.5.129



한 합학 지 제9  제5130

하고가치있는 서비스로역할을할 수있다. 먼 제 4차

산업 명의 특성으로는 ‘ 연결성(Hyper-Connected)’,

‘ 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이 있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

시킬 것이다[2]. 재까지의 스마트 홈의 서비스는 아직

미미하며, 양 인 서비스에만 치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인 가구를 한 스마트 홈의 사용자 요구

는 특성을 고려하여 반 인 문제 을 악하려 한다

[3]. 따라서 본 연구는 시 주요한 소비층인 1인 가구

의 특성과 니즈를 악하여 합한서비스를 제안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으며, 발 방향성을 제안하고, 스마트

홈 UX 디자인의 기 로 활용되고자 한다.

1.2 연   

본 연구는 기존의 스마트 홈 인터페이스의 사용자 경

험을 분석하고, 향후 NUI(Natural User Interface)를

용한 스마트 홈서비스를 구체 으로 제안한후 만족도를

분석하 다. 첫 번째, 국내외 시행 인 사례 분석을

통해 스마트 홈의 황을 알아보았다. 두 번째, ‘기존

스마트 홈 인터페이스 경험’을 피터 모빌의 허니콤모델

(honey comb model)을 재구성하여 기존의 사용성을 분

석하 다. 세 번째, ‘향후 스마트 홈 인터페이스 제안 디

자인'에 NUI를 용하여 특징에 따른 기능별 요인을 강

조한 서비스를 제안하 다. 네 번째, ‘1인 가구 특성화 질

문’ 4가지로구성하여 1인 가구를 한 특성 서비스를 분

류하기 한 구성을 진행하 다.

2. 스마트 비스

2.1 스마트  해

최근, 화두가 되는 4차 산업 명의 기술 하나인 사

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의한 역으로 ‘스마트

홈(Smart Home)’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스마트 폰이

보 되면서 IT의 개인화를 확산하 는데, 사물인터넷

(IoT) 시 로 어들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4]. 편리하면서도 안 하고 즐거움이 있는 세련된 주거

생활에 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스마트 홈 련 제품과

서비스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5]. 이처

럼 스마트 홈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 사회

으로 1인 가구의 비율 한 늘어나고 있다.

2.2 내 ‘스마트 (Smart Home)’ 시

한국 스마트홈 산업 회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 홈시

장은 2015년 10조 원 규모를 돌 하고, 연평균 20% 이상

씩 성장해 2018년에는 약 19조 원의 시장을 형성할 망

이다[6]. 최근 집 안에 머물며 여유를즐긴다는 의미의 스

테이 이션(Staycation)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커지고 있다.

Fig. 1. Domestic Smart Home Market Forecast 

2.2.1 건 사  계열  IoT 기업들

그동안 건설사들은 다른 어떤 기업보다 스마트 홈에

심을 쏟으며 사업을 구상 이다. 아 트, 오피스텔 등

을 지을 때 단지 내의보안, 제, 컨트롤 등을설계 단계

에서부터 반 하기 때문에 상당한 범 의 스마트 홈을

진행할 수 있다. 재기본 으로 월 패드를 심으로 제

어를 하고 있으나, 스마트 폰에서도 해당 기능들을 사용

할 수있도록제공하고 있다[7]. 최근국내 포털사들이 자

사 AI 랫폼으로 아 트 속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구축하기 해 경쟁 이다. 네이버는 이를 해 건설사

와 업을하 으며, AI 랫폼 ‘클로바’는 유명 아 트에

탑재되어 각종 음성 기반 IoT 서비스의 기반이 되려는

비 이다. 카카오 한 자사 랫폼인 '카카오I'를 유

명 아 트에심는다[8]. 자연어인식 기술이발 해온 포

털사가 스마트 홈 분야에 뛰어들면서 해당 서비스들이

좀 더 구체화 될 정이다.

2.2.2 스마트 폰  가전 제조사

스마트 폰 가 제조사 그룹은 그 발 속도가 가

장 빠르고, 일부 제품들의 경우 이미 서비스를 제공 이

다. LG 하우시스에서는 ‘스마트 도우’를 출시하 고,

스마트 폰을 활용해 개폐부터 채 조 , 환기, 방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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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능을 통합 제어하는 창호이다. 한, 매직 라스

를 이용한 투명/불투명 사생활 상태 환 등다양한기능

을 제공한다.

Fig. 2. LG Hausys, Smart Window

다른 사례로, 국내 스타트 업 아이카이스트는 46인

치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탁자 형태의 스마트 제품인 ‘터

치 이‘를 출시하 다[9].

Fig. 3. I-KAIST, Touch play

이 제품은 자료 송 실시간 자료 공유는 물론 교

육 오락 등 다양한 콘텐츠를 창출할 계획이다.

2.2.3 동 통신사(통신 3사  케 블 TV)

통신사의 경우 이미 스마트 홈 시장에 본격 으로 뛰

어들어 화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 홈과 커넥티드 카

등 신사업 개척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SKT, LGT은 주

요 건설사들과 업하여 생태계를 구축 이다. KT는 13

개 이상의 자동차 랜드와 커넥티드 카 계약을 맺었으

며, 스마트 에 지, 스마트 팩토리, 헬스 어 분야에서도

사업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다[10]. 최근 트 드에 맞는 1

인 가구를 한 반려동물 는 여성보안등과 같은 주요

키워드에 맞춰 시장 유를 높이고 있다.

2.3  ‘스마트 (Smart Home)’ 시

해외 한스마트 홈 시장 규모가 상보다 빠른속도

로 커지고 있다. 2016년 로스앤젤 스 무역 이 발표한

해외 시장 조사자료에따르면미국 스마트 홈시장규모

는 2021년까지 해마다 21.8% 확 될 망이다. 2017년

기 미국의 스마트 홈 기기 사용률은 32.5%로, 2021년

까지 과반이 넘는 60.7%가 1개 이상의 스마트 홈 기기를

사용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11].

2.3.1  스마트  허브 시  1_아마존

아마존의 에코는 미국 음성인식 스마트 홈 허 시장

의 88%를 차지하는 선두주자이다. 알 사(Alexa)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연결되어 뉴스, 스포츠, 날씨 등과 같

은 다양한 콘텐츠를제공한다. 한, 스마트 홈기능을가

진 제품들과 연결하여 집안의 등, TV 등을 음성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다[12].

2.3.2  스마트  허브 시  2_ 글 

구 홈(Google Home)은 구 이 개발한 스마트 스피

커이다. 구 은 기존의풍부한 사용자 검색 데이터 기

반을 무기로 삼고 있으며,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집안의

체 인 제품을 컨트롤 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2.3.3  스마트  Iot 제

해외의 홈 IoT ‘필립스사의 휴(Hue)’는 다음과 같

은 기능을 지원한다. 침실의 조명을 온/오 하는 음성

명령 기능 출, 퇴근 시 스마트 폰의 치 추 으로 조명

을 자동 제어 가능한 자동제어기능 그 밖의 색상을 변경

가능한 원격 기능 등 조명에 한 기능을 컨트롤 할 수

있다.

Fig. 4. Philips, H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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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례로 인디고고에서 개발한 IoT 침 이다.

기능으로는 수면 트래킹, 스마트 홈과 연동되어 음성

으로 침 에서 일어나면 ‘불을 켜라’와 같은 명령 가능,

수면패턴 악 자동 학습, 스마트알람 기능 등 침

하나의 제품 안에서도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가 제공

정 이다[14].

Fig. 5. EIGHT: Sleep Tracker & Smart Bed Cover

2.4 내  ‘스마트 (Smart Home)’ 시  분

이처럼 국내외 스마트 홈 시장은 사용자들의 니즈를

반 한 NUI를 목한 가구를 비롯한 생태계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련한 NUI를 반 한 인터페이스 서비스디

자인이 필요하다. IoT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제품이

본연의 기능과 가치를 잘 제공하면서 더 해지는 것

이며, 두 번째 특징은 주변의 것들과 함께 동작할 때 훨

씬 큰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15]. 이러한 스마트함이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

이다. 이처럼 스마트 홈이 발 됨에 따라 앞으로 NUI의

기술이 매우 요해지므로 기존의 그래픽유 인터페이

스에서 좀 더 발 된 방향의 서비스 디자인을 비해야

할 것으로 상한다.

3. 실험 내용  분  결과

3.1 실험   

1인 가구의 스마트 홈 사용성 향후 NUI와 같은

기술이 목되었을 경우, 필요성 방향성을 알기 해

정량조사를 하 다.

Contents Online quantitative research

Research subjects 20·30's

Method online survey

Sample size 112 sample

Evaluation method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Research area Whole country

Table 1. Research design

설문의 구성은 ‘사용자의 일반 배경-기존 스마트홈

디자인의 사용자 경험-향후 스마트 홈 인터페이스 디자

인-1인 가구 특성화 질문’ 4가지로 구성하 다. 기존의

스마트 홈 디자인의 사용자 경험은 피터 모빌의 허니콤

모델(honey comb model)을 재구성하 으며, 1인 가구

특성화질문의 경우 재 1인가구의 필요와불편사항

향후 집안에 NUI가 용되었을 경우 가장 이용성이 클

것 같은 서비스 카테고리를 제안하여 구성하 다.

3.2 연  내용

3.2.1 사용  적 경

조사 결과 ‘남자(35.7%)’, ‘여자(64,3%)’의 비율로 조사

되었으며, ‘20 (85.7%)’ 30 (12.5%)의 비율로 나타났다.

기존 스마트 홈서비스를 이용한 이 있는가에 질문에

해서는 ‘그 다(50.9%)’, ‘아니다(49.1%)‘로 반의 인

원만이 스마트 홈을 이용해 본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비교 사용률이 아직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2.2 기존 스마트   사용  경험

기존 스마트 홈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을 피터 모빌

의 허니콤 모델을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는 신

뢰도 악이 목 이므로 사용자경험에 있어서 요한 총

7가지 항목 5가지 항목인 기능성(Functional), 신뢰성

(Credible), 사용성(Useful), 편리성(Usable), 가치성

(Valuable)으로 설문을 5 척도로 설정하 다.

3.2.2.1 사용자 경험 : 기능성(Functional)

해당 설문 구성은 사용자 경험의 기능성에 한 질문

을 하 다. [1.무리 없이 기 되는 로 작동하 다]의

질문에서 ‘매우 그 다(3.4%)’, ‘그 다(32.8%)’, ‘보통이

다(50%), ’아니다(13.8%)‘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질문인 [2.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의 질문에서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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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 다(1.7%)’, ‘그 다(44.8%)’, ‘보통이다(43.1%)’, ‘아

니다(10.3%)’로 나타났다. 세 번째질문인 [3.화면들이 직

으로 구성되어있다]의 질문에서는 ‘매우 그 다

(3.4%)’, ‘그 다(20.7%)’, ‘보통이다(51.7%)’, ‘아니다

(24.1%)’로 나타났다.

3.2.2.2 사용자 경험 : 신뢰성(Credible)

해당 설문 구성은 사용자 경험의 신뢰성에 한 질문

을 하 다. [1.언제나 정확하게 수행한다]의 질문에서 ‘매

우 그 다(1.7%)’, ‘그 다(20.7%)’, ‘보통이다(51.7%), ’아

니다(22.4%)‘, ’매우 아니다(3.4%)‘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질문인 [2. 반 으로 기능요소가 신뢰할만하다]의 질문

에서는 ‘매우 그 다(1.7%)’, ‘그 다(36.2%)’, ‘보통이다

(48.3%)’, ‘아니다(13.8%)’로 나타났다. 세 번째 질문인 [3.

반 인 디자인 요소가 신뢰할만하다.]의 질문에서는

‘매우 그 다(3.4%)’, ‘그 다(36.2%)’, ‘보통이다(44.8%)’,

‘아니다(8.6%)’, ‘매우 아니다(6.9%)’로 나타났다.

3.2.2.3 사용자 경험 : 사용성(Useful)

해당 설문 구성은 사용자 경험의 사용성에 한 질문

을 하 다. [1.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다]의 질문에서

‘매우 그 다(5.2%)’, ‘그 다(37.9%)’, ‘보통이다(44.8%), ’

아니다(8.6%)‘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질문인 [2.내가 원하

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의 질문에서는 ‘매우 그

다(1.7%)’, ‘그 다(29.3%)’, ‘보통이다(43.1%)’, ‘아니다

(22.4%)’, ‘매우 아니다(3.4%)’로 나타났다. 세 번째 질문

인 [3. 반 으로 사용성에 만족한다]의 질문에서는 ‘매

우 그 다(3.4%)’, ‘그 다(29.3%)’, ‘보통이다(46.6%)’, ‘아

니다(17.2%)’, ‘매우 아니다(3.4%)’로 나타났다.

3.2.2.4 사용자 경험 : 편리성(Usable)

해당 설문 구성은 사용자 경험의 편리성에 한 질문

을 하 다. [1.단순하고 조직 이고 명확한 정보를 달

한다]의 질문에서 ‘매우 그 다(3.4%)’, ‘그 다(34.5%)’,

보통이다(43.1%), ’아니다(19%)‘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질

문인 [2.정보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다]의 질문에서는 ‘매

우 그 다(8.6%)’, ‘그 다(32.8%)’, ‘보통이다(39.7%)’, ‘아

니다(15.5%), ‘매우 아니다(3.4%)’로 나타났다. 세 번째

질문인 [3. 반 으로 편리성에 만족한다]의 질문에서는

‘매우 그 다(6.9%)’, ‘그 다(36.2%)’, ‘보통이다(36.2%)’,

‘아니다(15.5%)’, ‘매우 아니다(5.2%)’로 나타났다.

3.2.2.5 사용자 경험 : 가치성(Valuable)

해당 설문 구성은 사용자 경험의 가치성에 한 질문

을 하 다. [1.과거에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한다]의

질문에서 ‘매우 그 다(13.8%)’, ‘그 다(32.8%)’, ‘보통이

다(39.7%), ’아니다(13.8%)‘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질문인

[2. 체 인 랜드가 시스템과 일 성을가진다]의 질문

에서는 ‘매우 그 다(5.2%)’, ‘그 다(43.1%)’, ‘보통이다

(37.9%)’, ‘아니다(12.1%)’, ’매우 아니다(1.7%)‘로 나타났

다. 세 번째 질문인 [3. 반 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다]의 질문에서는 ‘매우 그 다(10.3%)’, ‘그 다(56.9%)’,

‘보통이다(24.1%)’, ‘아니다(3.4%)’, ‘매우 아니다(5.2%)’로

나타났다.

3.2.2.6 기존의 스마트 홈의 만족도에 한 결과

의 내용을 토 로 기존 스마트 홈의 반 인 만족

도 조사를 5 척도로 실시하 다. 3 (44.8%), 4

(43.1%)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반 으로 과반수가 보통

이상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스마트 홈에 해 매우

정 인 것을 알 수 있었다.

1인 가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 홈의 카테고리는

의식주에 한 내용으로, 생활에 한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3 향후 스마트  터 스 

앞으로의 향후 NUI를 용한 인터페이스의 형태 인식

을 알아보기 한 설문 구성을 하 으며, 재 조 씩 사

용되고 있는 모션, 터치에 한 인식을조사해 보고자 하

다. 먼 [Q. 재 스마트 홈 인터페이스가 궁극 인 형

태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서 ‘그 다(33.3%)’, ‘아

니다(55.6%)‘, ’잘 모르겠다(11.1%)‘로 과반수이상이 스마

트 홈의 형태가 더욱 발 될 것으로 상하 다. [Q.귀하

는 ‘NUI(Natural User Interface)'에 한 것을 들어보았

습니까?]의 질문에서 ’그 다(43.9%)‘, ’아니다(56.1%)‘로

NUI에 한 인식은 반 정도 인 것을 알 수 있었다.

3.2.3.1 향후 스마트 홈 인터페이스 NUI 용 기술

향후 스마트 홈 인터페이스에 NUI 기술을 용할 경

우 어떠한 기술이 용되면 좋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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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Results

Touch method 42.1%

Gesture method 47.4%

Tangible and Touch method 43.9%

Voice method 45.6%

Eye-tracking method 28.1%

Brain-computer-interface method 26.3%

OLED and e-link display method 19.3%

Head-up display method 31.6%

Table 2. Preferred technology choice among NUI 

technologies

한, 이런 기술이 용되었을 경우 본인의 삶이 윤택

해질 수 있는지의 질문에서는 ‘3 (24.6%)’, ‘4 (52.6%)’,

‘5 (21.1%)’으로나타났으며 향후이러한기술이 용되

었을 경우 정 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충분히 사용

가능한 의지를 들어냈다.

3.2.4 1  가  특  질

3.2.4.1 1인 가구의 불편성 니즈 도출

1인가구를 한 스마트 홈 인터페이스의 제안을 해

1인 가구의 불편함 는 걱정거리를 질문하 고, 그

‘집안일(50.9%)’, ‘식재료 리(43.9%)’, ‘택배수령(43.9%)’,

‘자택 보안(43.9%)’, ‘외로움(4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질 인 불편함 필요성을 우선순 로 스마트 홈 연

결을 필요로 한다.

Contents Results

Smart kitchen: kitchen interface using tangible and touch
method

56.1%

Smart living room A: eliminates unnecessary devices
and interfaces with OLED and e-link display.

45.6%

Smart living room B: Interfaces using gestures by
eliminating unnecessary devices.

45.6%

Smart Toilet: An echo interface that can operate a
shower, toilet, mirror, etc.
depending on my location using touch tiles.

21.1%

Smart transportation A: Interface using head-up display
method (cluster, navigation, etc.).

29.8%

Smart transportation B: Interface using gesture method
and voice method.

22.8%

Smart entertainment distance A: Interface using
brain-computer interface.

21.1%

Smart entertainment distance B: Interface using motion
gesture method.

31.6%

Table 3. Smart Home Virtual Proposal Service with 

'NUI'

3.2.4.2 ‘NUI'가 용 된 스마트 홈 가상 제안 서비스

스마트 홈에 NUI 서비스를 구성했을 경우를 상 제

안하 다. 질문의 구성은 좀 더 삶이 편리해지고 비물리

인 감성 시스템을 통해 유기 인 형태로 소통할 수 있

는 형태로 제안하 다. 집안의 각 부엌, 거실, 화장실, 교

통수단, 오락 등과 같은 일반 으로 생활에 한 부분

을 개선해 보았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조한 자연스러

운 인터페이스 인터랙션을 제공한다면, 사용자들이

기기 일상생활을 좀 더 쉽고, 효율 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3.3 연  결과

해당 조사를 통해서 재 스마트 홈의 서비스의 신뢰

도와 사용성이 낮은 것을알 수 있었으며, 낮은 요소로는

1. 사용성에 부족한 근 방식 2. 기기 인식 부족 능력 3.

특성화 서비스 부족 등이 필요성을 떨어트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를통한 새로운 사실은 다수의사람이

NUI와 같은 신체로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의 용에 정 이라는 것이다. 스

마트 홈서비스의 만족도와 사용성을 높이기 해서는 각

세 , 계층, 성별, 직업 분야 등 사용 목 을 세부 으로

악하고 이에 한 각 서비스를 도출하여, 사용자가 커

스터 마이징 는 필요한 것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4. 결론  시사점

본 연구는 스마트 홈서비스의 국내외 사례를 통하여

치를 알아보고, 사용자의 요구를 통해 부족한 부분

을 알고자 하 다. 인터랙션 유형이 향후 이용 의도에 따

라 다양하게 용되었을 때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으

며, 시행 인 서비스 제스처 보다 더 다양한 방식의

비 물리 인 형식을 고민해 야 한다. 연구결과를 보면,

스마트 홈서비스는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합한

서비스를 용해야 하며, 한 디자인으로 용하여야

한다. 각 제품의 특정 인 요성만이 아닌 체 인 조

화가 필요하며, 인터랙션 한 각 서비스에만 치 하는

것이 아닌 체 으로 용될 수 있도록 이어지는 구조

가 요할 것이다. 최근 IoT의 형태는 언제 어디서나 모

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것들을 강조한다. 기존의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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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사용성은 더욱 낮아

질 것이다. '도구'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나, 인간에

의해 사용될 때 더 깊은 의미가 생기므로 증하는 1인

가구의 필요를 추출하여 다양한 스마트홈서비스와 생태

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재 증하는 1

인 가구의 스마트 홈서비스의 개선과 발 방안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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