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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시니어란 기존의 고령자 세 와 달리 문화향유 의욕을 가진 계층으로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 컴

퓨  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취미·문화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한다. 한 고령자의 인터넷이용률도 증가하

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들은 신체  노화에 따른 한계 에 인터넷이용에 불편을 겪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시니어와 주니어의 생체능력 비교실험을 통하여 스마트 시니어를 상으로 하는 인지반응 분석 기술

을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시니어와 주니어의 비교분석으로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변화되는 과정을 

악할 수 있고 이는 스마트 시니어에게 알맞은 UI/UX제공  스마트 시니어에게 최 화된 콘텐츠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 사료된다.

1. 서 론

과학기술의 발 과 더불어 인간의 기 수명은 늘어

나고,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18년 기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14.3%, 2060년에는 41%가 

될 것으로 상된다[1]. 그  기존의 고령자 세 와 

달리 문화향유 의욕을 가지고,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 

컴퓨  기기를 사용하며, 취미 는 문화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는 소비계층이 나타났으며, 이를 스마트 

시니어 계층이라 한다. 스마트 시니어 계층은 고령자 

계층에서 소비수 이 높고, 온라인과 모바일 소비활동

을 활발히 하는 세 로 경제활동의 은퇴자가 아닌 새

로운 경제활동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17 인

터넷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 인터넷 이

용률을 5년  비 3배 이상 증가하 으며, 고령자의 

10명  4명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2]. 하지만 스마트 시니어를 한 콘텐츠와 연구, 기술

이 부족한 실정이다.

스마트 시니어는 생물학  노화에 따른 신체 기능의 

노화로 인하여 소화 기능, 호흡, 액순환, 수면 등 신

체 기능이 에 비하여 반 이하로 감소한다. 시각

으로 원시안 가능성이 높아지며 황화 상으로 인하

여 난색계통 색에 비하여 한색계통의 색을 잘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청각 으로는 주 수와 강도를 구분하

는 능력이 감소하며, 생리 으로 추리능력, 기억용량, 

도형지각능력 등 유동  지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 으로 감소하나 후천  교육, 경험, 훈련 등을 통

하여 획득된 결정화된 지능은 지속 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신체  노화에 따른 한계 에 한 연구  분

석을 통하여 스마트 시니어에 최 화된 콘텐츠  서

비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스마트 시니어 맞춤형 인지반응 분석 기

술개발의 기 연구로 시니어와 주니어 인지반응 패턴 

비교 분석을 통하여 스마트 시니어 인지반응 분석 기

술  맞춤형 로 일 생성/분석기술연구를 통하여 

스마트 시니어 콘텐츠 랫폼을 개선하는 것을 최종목

표로 한다. 

스마트 시니어 인지반응 측정기술은 스마트 시니어 

생체능력 분석도구, 스마트 시니어 인지능력 분석도구, 

스마트 시니어 뇌 건강 분석도구 3가지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  시니어·주니어의 생체능력(감각

능력, 운동능력) 비교 분석·연구를 진행하 다. 주니어

는 50 ~60 의 시니어 세 보다 은 계층을 의미한

다. 시니어 세 와 주니어 세 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시니어와 주니어의 생체능력의 차이와 주니어에서 시

니어로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시니어에

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 련연구에서

는 선행연구인 감각지표  운동능력지표 연구와 각 

지표들을 측정하기 한 도구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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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측정요소

시력검사
가장 효과 으로 인식하는 자

크기 측정

eye-tracking검사
시각정보를 받아들이는 순서 

시간 측정

청력검사 청력(음량크기)수  측정

TAP검사 심리운동수  측정

운동능력검사

(Senior Fitness Test)
체력검사

운동능력검사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동작 능력검사

운동능력검사

(Motor Fitness Scale)
근력 검사

포털 이미지 선호도 

검사

각 포털 이미지에 한 선호도

측정

<표 1> 시니어∙주니어 생체능력 측정검사

선행연구에서 고도화 시킨 추가지표와 측정도구를 소

개하고, 시니어와 주니어의 생체능력지표 측정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2. 관련 연구

2.1 스마트 시니어 감각  운동능력지표

연구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 스마트 시니어 감각  운동

능력지표를 연구하 다. 감각  운동능력 지표는 외

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수용하고 반응하기 하여 자

극을 수용하는 감각 수용기와 운동능력을 측정하는 지

표를 의미한다. 감각  운동능력 지표는 시력지표, 색

각지표, 운동지표로 구성된다. 

시력지표는 시력측정지표를 통하여 스마트 시니어의 

시력 측정  분석을 통한 스마트 시니어의 시각  특

성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색각지표는 시니어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한 분포값을 가지므로 스마트 시니어

의 색각 수 을 분석하여 색각 특성을 분석에 사용되

며, 색각지표는 선천성과 후천성 요인으로 나뉜다. 선

천성 요인은 제 1색각이상, 제 2색각이상, 제 3색각이

상 외에도 색약, 색맹을 측정한다. 운동지표도 시

니어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양한 분포값을 가지므로 운

동능력 특성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2.2 스마트 시니어 생체능력 측정도구

시력측정검사는 화면을 통해 제시되는 숫자를 지각

하여 인지하는 능력을 확인하기 한 것으로 측정방법

은 다음과 같다. 실험 참가자들은 화면과 1m정도의 거

리를 두고 화면에 제시되는 숫자와 방향 제시 자극을 

보고 키패드를 통하여 반응하며, 총 204개의 자극이 

무작 로 제시된다. 

색각측정검사는 색상지각 능력을 측정하기 한 것

으로 특정한 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종류별로 약도, 등도, 강도로 구분한다. 실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실험 참가자들은 화면과 약 75cm의 거리

를 두고 화면에 제시되는 숫자와 동일한 숫자를 입력

하는 것으로 반응시간은 10  이내로 제한한다. 자극

은 색약 검사지의 숫자크기와 동일한 크기의 숫자를 

화면으로 제시한다.

운동검사는 실험 참가자들이 제시된 지시사항을 읽

고 키보드의 ‘s’를 르고, 다음화면에서 ‘space bar’를 

르면 시작된다. ‘space bar’를 른 후, 10  동안 키

보드의 ‘a’를 오른손 검지만 사용하여 가능한 많이 

르고, 이러한 과정을 8세트 진행한다.

3. 시니어∙주니어 생체능력 비교 분석

3.1 시니어∙주니어 생체능력 측정검사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인 감각  운동능력 지표연

구의 고도화된 지표로 시력검사, eye-tracking검사, 청

력검사, TAP검사, 청력검사, 운동능력검사(SFT, 

IADL, MFS), 포털 이미지 선호도 검사를 활용하여 시

니어와 주니어의 생체능력을 비교·분석 하 다. 

<표 1>은 시니어·주니어 생체능력 측정검사와 측정

요소이다.

3.2 시니어∙주니어 생체능력지표 비교 분석

[그림1]은 시력검사 결과로 반 으로 주니어가 시

니어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 으며, 이는 주니어

가 시니어보다 좋은 시력수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 시니어·주니어 시력검사 결과 그래
(x축: 자크기, y축: 반응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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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검사 결과 시니어가 주니어보다 버튼을 르는 

횟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니어

가 주니어보다 심리운동수 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시니어·주니어 TAP검사 결과 그래
(y축: 버튼을 른 횟수)

운동능력검사결과 SFT와 MFS검사에서는 주니어가 

시니어보다 높은 운동수 을 보 으며, IADL검사에서

는 주니어와 시니어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3]시니어·주니어 운동능력검사결과 그래
(y축: 운동수 )

청력검사결과 시니어와 주니어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상을 시청할 때 음량크기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지만 음량크기 분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이는 시니어의 경우, 상의 소리를 지각하는 

것과 련된 청각수 에 차이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그림 4] 시니어·주니어 청력검사 결과 그래
(y축: 음량크기)

eye-tracking검사와 포털 이미지 선호도 검사는 3가

지의 포털 화면으로 검사하 다. eye-tracking검사결과 

주니어의 경우, 반 으로 모든 포털 이미지에 하

여 응시시간이 짧게 나타났으며, 시니어의 경우 포털

이미지 1과 2에서는 주니어와 유사한 결과를 보 지만 

포털 이미지 3에서는 응시시간이 다소 긴 것으로 나타

났다. 한 포털 이미지에서 시각정보를 받아들일 때 

주시어가 시니어보다 동자의 움직임 횟수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동그라미는 응시한 치를 나타내며, 

크기는 응시 지속시간을 나타낸다. 직선은 동자의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낸다. 

[그림 5] 포탈 이미지1(좌측: 주니어, 우측: 시니어)

[그림 6] 포털 이미지2(좌측: 주니어, 우측: 시니어) 

[그림 7]포털 이미지3(좌측: 주니어, 우측: 시니어) 

포털이미지 선호도검사 결과 포털 이미지 1과 2의 

경우 주니어가 시니어보다 반응속도가 빠르고, 정답률

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털 이미지 3

의 경우 주니어와 시니어의 반응속도와 정답률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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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시니어·주니어 포털이미지 선호도검사 결과 

그래  (y축: 반응속도)

[그림 9]시니어·주니어 포털이미지 선호도 검사결과 

그래  (y축: 정답률)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스마트 시니어를 상으로 인지반응 기능

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기 연구

로 시니어·주니어 생체능력 비교·분석을 하 다.

생체능력으로 시력검사로 가장 인식하기 좋은 자

크기 측정  시각정보를 받아들이는 순서  시간측

정을 진행하 고, 청력검사로 음량크기 수 을 측정하

다. 운동능력검사로는 Tap, SFT, IADL, MFS를 하

고, 포털 이미지 선호도 검사를 진행하 다. 

실험결과 시력검사, Tap, 청력검사에서 주니어와 시

니어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일상생활동작능

력검사(IADL)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포털 이

미지 선호도 검사에서는 각 포털 이미지에 하여 차

이가 있는 결과도 있고, 그 지 않은 결과도 나타났다. 

본 연구는 스마트 시니어 콘텐츠 랫폼을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향후 스마트 시니어 인지능력 분

석도구, 스마트 시니어 뇌 건강 분석도구개발  연구

를 진행하여 스마트 시니어 인지반응 측정 도구 개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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