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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령 사회의 격한 확 로 인해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루는 스마트 시니어들의 문화향유가 증하고 있다. 

시니어 세 는 인지  운동능력이 격히 감퇴하는 시기로, 콘텐츠를 활용한 원활한 문화향유를 해서는 

감퇴하는 능력에 한 개인의 능력을 악하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알맞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니어의 인지  운동능력 측정을 통하여 웹콘텐츠에 사용되는 UI/UX 컴포 트를 매핑하

고, 컴퓨터 과학에 문 인 지식이 없는 개발자 는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시니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 론

 문화 향유를 한 반 인 문화  콘텐츠들에서 

시니어의 비 은  커지고 있다. 한민국은 2018

년 기 으로 격한 고령사회의 확 로 체 인구의 

14%를 차지하 으며, 2026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망된다 [1]. 

시니어의 문화 향유 비 이 늘어남에 따라 자 기

기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들을 잘 다루는 스마트 시

니어들이 마켓에서 두되고 있다. 스마트 시니어들은 

온라인 콘텐츠에 한 근이 원활하며, 콘텐츠를 직

 생산하고 공유하는데 흥미를 느낀다 [2]. 스마트 시

니어들이 원활한 문화 향유를 즐기기 해서는 다양한 

콘텐츠에 한 추천  콘텐츠 생산을 한 작도구 

등에 한 알맞은 UI(User interface) /UX (User 

experience) 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시니어는 인지  

운동능력이 감퇴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를 감안한 

UI/UX 요소들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와 련된 연

구들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인지  운

동능력과 UI/UX 과의 연 성에 한 연구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니어의 인지  운동능력과 

UI/UX와의 연 성을 정의하고 해당 결과에 한 해설 

 시각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콘텐츠 제작자  개발자들에게 스마트 시니어를 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망한다. 

스마트 시니어마다 인지  운동능력이 다르므로, 

개인화된 시각화와 해설이 필요하며, 이를 반 하여 

개발자들은 스마트 시니어에게 콘텐츠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알맞은 설정을 제공해  수 있다.

연구자들이 데이터에 한 결과를 해석할때는 모델

이 학습한 결과에 해 수치를 기반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와 련한 모델은 표 으로 결정 트리

(Decision tree) 는 K-means 등이 있다. 그러나, 연

구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

한 해석은 문 인 지식이 없이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치에 한 가독성 있는 문장형태의 해설이 필요하

다. 한 해당 결과에 한 시각화를 제공하면 효과

인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인지  

운동능력과 UI/UX 컴포 트 매핑 과정을 설명하고, 3

장에서는 2장의 연구에 한 시각화로 구성되며, 마지

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  논의로 구성된다. 

2. 인지 및 운동능력과 UI/UX 컴포넌트 

매핑

2.1 인지  운동능력 측정

인지  운동능력과 UI/UX 요소를 매핑하기 해서

는 우선 시니어의 인지  운동능력에 한 측정 데이

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지  운동능력 데이터

는 기 선행된 이설화(2017)[3]의 연구에서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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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트 시니어 UI/UX 컴포 트 매핑 개요

 모델링이 선행되었다. 해당 모델은 시니어 122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Semi-supervised 학습을 통한 모델

을 이용하 다. Semi-supervised 학습  수행된 클러

스티링을 통해 세 가지 그룹의 타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각 데이터의 변수(feature) 수치의 평균을 이용하여 그

룹별 수치를 해석하 다. 

2.2 UI/UX 컴포 트

시니어를 한 UI/UX 구성 컴포 트(Component) 

들은 선행 연구인 이설화(2017)[4]의 연구에서 정의되

었다. 해당 요소들은 크게 비디오, 웹 콘텐츠에서 정의

될 수 있는 UI/UX 요소들로 되어있으며, 비디오에서

는 자막  상에서 정의될 수 있는 자막의 종류, 자

막 치 등이 있다. 웹 콘텐츠에서는 자, 문단, 이미

지에서 정의될 수 있는 문단 배치,  간격 등과 같은 

요소들을 정의하 다.

2.3 컴포 트 매핑 (Mapping)

컴포 트 매핑은 2.1에서 인지  운동능력의 결과

를 바탕으로 세 그룹의 클러스터를 만든 후, 2.2의 

UI/UX 컴포 트와의 매핑(Mapping) 작업을 수행한다. 

그림1은 해당 과정들에 한 개요이다. 

컴포 트 매핑은 크게 UI와 UX 컴포 트로 나 어

서 구분한다. UI 컴포 트에는 시력검사, Tap 검사, 에

딘버러검사, word span, 색상어휘 단, 자크기만족도

가 해당되며, UX 컴포 트에는 Tower of london이 있

다 [4]. 시력검사에서는 폰트 사이즈와의 연 성을 강

조하 고, 실제 검사에서 사용한 폰트사이즈를 기반으

로 그륩별 폰트 사이즈를 도출하 다. Tap 검사에서는 

화면의 UI 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복잡-보통-

심 로 하여 도출하 다. 에딘버러검사는 왼손 는 

오른손잡이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지므로 UI의 치

로 도출하 다. Word span은 동 상 재생 속도와 매

핑을 하여 속도 빠르기를 도출하 다. 색상어휘 단은 

동 상 자막 스타일로, 실제 실험에서 사용한 자색

과 배경색을 도출해내었다. 자크기만족도 역시 각 

그룹별 선호하는 자크기를 도출하 고, 마지막으로 

tower of london은 도움말 혹은 보조기능의 유/무로 

도출하 다. 그림1에서 언 한 검사들이 표 1에서 빠

진 것은 학습 후에 결과에 한 통계  유의미성을 보

았을 때, 만족하지 못하는 검사들은 제외하 다.

UI/UX
인지 

및 운동능력 검사
컴포넌트 매핑

UI

시력 폰트 사이즈

Tap
UI 스타일 

(복잡, 보통, 심플)

에딘버러검사
UI 위치 

(좌측, 우측)

word span 동영상 재생 속도

색상어휘판단
동영상 자막 스타일

(글자색, 배경색)

글자크기만족도 글자 선호 크기

UX Tower of london
도움말 혹은 

보조기능 유/무

<표 1> 컴포 트 매핑 결과

3. 인지 및 운동능력 시각화

그림 2는 표 1의 결과를 반 하여 그룹별 시각화를 

수행한 결과이다. 방사형 그래 를 이용하여 해당 그

룹 내에서 ‘기억력’, ‘문제해결력’, ‘시력’, ‘운동능력’에 

한 벨을 보여주며, 표1에 기반한 해설결과를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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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보여 다. 시각화를 통하여 시니어 사용자 뿐

만 아니라 콘텐츠 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개발자들이 

시니어에 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망한다.

[그림 2] 스마트 시니어 그룹별 시각화 결과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스마트 시니어들이 두됨에 따라 문화향

유를 원활하고 특성에 맞게 과학 으로 즐길 수 있도

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방법은 인

지  운동능력 측정 검사를 기반으로 그룹별 측 모

델을 만들고, 어떤 UI/UX 컴포 트들이 해당 결과와 

연결될 수 있는지에 한 매핑 과정을 가져 해당 결과

에 한 시각화 방법을 제안하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스마트 시니어들에게 보다 나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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