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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제사회의 평균 연령이 높아짐과 동시에 시니어의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시니어 세 를 한 서

비스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니어의 경우 신체  인지 능력 감소로 을 읽는 능력

이 하되고, 이로 인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뉴스 콘텐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이 발생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뉴스의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를 정의하여, 시니어의 인지 반응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뉴스 형태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 론

국제사회의 기  수명이 높아지면서 고령 인구의 수

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은 한국도 외

가 아니다. 한국의 경우, 2050년을 기 으로 6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체 인구의 41.6%를 차지하며 세계

에서 다섯 번째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될 

망이다[1]. 이처럼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니

어의 삶의 질과 련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

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ICT 기술의 발 으로 2017년 기  한국의 인

터넷 이용자가 체 국민의 90.3%를 기록할 만큼 인터

넷 사용 비율이 높아졌다. 시니어 계층에서도 역시 모

바일 기기 사용  인터넷 이용률 증가가 나타났다. 

2017년을 기 으로 60  82.5%, 70  31.8%의 인터넷 

이용률을 보 으며, 특히 70 의 경우 2015년 비 

13.9%가 증가하는 등 고령자의 온라인 활동 증가가 두

드러졌다[2]. 

이러한 시니어의 온라인 활동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의 고령자는 시력과 청력과 같은 신체 능력 

감소와 주의력  기억력 하 등의 인지 능력의 하락

으로 인하여 모바일 기기 사용  온라인 활동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시니어 세 가 온

라인 미디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뉴스 콘텐츠의 경

우 시니어의 가독성 하로 인하여 의 내용을 정확

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이 발생한다.

온라인 뉴스 콘텐츠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

공된다.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뉴스임에도 제공

되는 형태는 각기 다르다. 과 사진이 있는 뉴스, 

과 동 상이 있는 뉴스, 동 상 뉴스, 음성 뉴스, 카드 

뉴스 등의 다양한 형태의 뉴스 콘텐츠가 있으며 개인

에 따라 선호하는 뉴스의 형태 한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의 인지 능력을 측정하

여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뉴스 형태 추천 시

스템을 제안한다. 

2. 시니어의 인지 반응 측정

시니어들은 노화의 과정으로 인하여 감각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보고 듣는 일상 활동에 많은 제약

을 받는다. 시력의 노화는 안구 내 빛의 분산과 망막

의 신호 달에 변화를 일으켜 시력을 감소시킨다[3]. 

청력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차 감소하며 특히 

고주 에 한 청력 상실이 심해진다[4]. 

감각 능력의 상실과 동시에 기억력과 주의력과 같은 

인지 능력이 하락하고 논리  단, 어휘, 귀납  사고 

추론 능력 한 감소된다[5]. 이러한 인지 능력 하는 

온라인 활동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 속한 웹 

페이지가 찾는 정보와 련이 있는지 단하거나, 웹 

문서 내에서 요한 정보를 찾아내거나, 수행해야 할 

일과 이미 진행한 일을 구분하는 등 인지 능력은 인터

넷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요한 요소  하나이다

[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의 온라인 활동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인지 반응을 측정한다. <표 1>과 같

이 시각, 청각, 지각, 기억력, 주의력 검사를 통해 시니

어의 인지 능력을 평가한다[7]. 지각 능력에서 측정하

는 LDT 검사의 경우 어휘 단 과제로 제시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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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반응 측정 검사

시각 시력 검사, 색각 검사

청각 청력 검사

지각 LDT(Lexical Decision Task)[8]

기억력 Word span[9], Digit span

주의력 Wisconsin Card Sorting

<표 1> 인지 반응 측정

뉴스 형태 구성 요소

자의 수

문단의 수

사진 사진의 수

동 상
동 상의 유무

동 상의 길이

<표 2> 뉴스 형태를 결정하는 구성 요소

인포그래픽 표/그래  정보의 유무

음성 음성의 유무

카드 카드 뉴스의 유무

단어인지 비단어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을 

평가한다[8]. 기억력을 측정하는 Word Span 검사의 

경우 측정 상자가 에서 요한 단어를 얼마나 오

랫동안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를 평가한다[9].

출처: 이설화, 임희석 (2017). 시니어 맞춤형 UI/UX 

모델 개발을 한 특징 요소.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동

계학술 회, p.89의 내용을 일부 수정.

3. 뉴스 형태 추천

3.1 시니어의 가독성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미디어 활동  온라인 신문 구독의 비율이 반가량

을 차지할 정도로 뉴스 콘텐츠에 한 시니어의 심

도가 높다[1].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시력  인지 능력의 감소로 

인해 을 읽을 때 많은 불편함을 겪는다. 특히 스크

린을 통해 을 읽을 경우 스크린 상의 의 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 가독성이 떨어진다. 한 

이 길 경우 스크롤을 통해 화면을 이동하여 읽기 때

문에 앞서 읽었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10]. 

의 구성이 복잡하거나, 용어나 이 이해하기 어려

운 경우에도 불편함을 겪는다.

3.2 뉴스 형태를 결정하는 구성 요소

 인터넷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뉴스가 제공된다. 온라인 

뉴스의 형태는 , 사진, 동 상, 인포그래픽, 음성 뉴

스, 카드 뉴스로 구분할 수 있다. 뉴스 형태의 를 살

펴보면 과 사진이 있는 뉴스, 과 동 상이 있는 

뉴스, 과 인포그래픽이 있는 뉴스, 동 상 뉴스, 만 

있는 뉴스 등과 같이 여러 형태가 조합된 뉴스가 사용

자에게 제공된다[11]. 뉴스 형태를 결정하는 구성 요소

를 아래 <표 2>와 같이 정의하 다.

3.3 뉴스 형태별 추천 시스템

시니어 맞춤형 뉴스 형태 추천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인지 반응 측정, 추천 엔진, 순 화 모듈, 뉴스 형

태 추천으로 구성된다. 먼  사용자가 인지 반응 측정 

검사를 실시하면 측정 데이터를 사용자 인지 반응 

로 일로 구성한다. 추천 엔진에서는 K-Means 알고리

즘을 통해 클러스터링을 실시하고 사용자 그룹을 형성

한다. 뉴스 형태별 유사도는 3.2장에서 정의한 뉴스 형

태 구성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시니어들의 군집이 형

성되면, 사용자 기반 업 필터링 과정을 수행하고 최

종 으로 순 화 모듈을 통해 시니어가 선호하는 형태

의 상  N개의 뉴스를 추천해 다. 

[그림 1] 뉴스 형태 추천의 구조도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의 인지 반응 측정 검사를 통

해 시니어 인지 반응 로 일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

으로 각 시니어 개인이 선호하는 온라인 뉴스 유형을 

추천해  수 있는 뉴스 형태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는 뉴스 장르와 같은 뉴스 콘텐츠 측

면을 고려하지 않고 형태 추천에 을 두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용자 개인 정보, 사용자의 뉴스 콘텐츠 

이용 이력, 사용자의 콘텐츠 선호도 등의 로 일 정

보를 뉴스 형태 추천 시스템에 반 하여 개인이 선호

하는 장르와 형태를 통합 추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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