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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차이에 따른 스마트폰 기능 수행도 연구 

윤철호
선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A Study of  Functional  Performance on Smartphone according to Age 
Difference

Cheol-Ho Yoon
1Dept. of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 Sunmo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을 통해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나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피험자 집단은 청년층 30명과 장년층 30명으로 구성하
다. 스마트폰 기능 수행도를 평가하기 해 12개의 과제를 설정했다. 동시에 사용자들에 해 스마트폰 사용 습 에 한 

설문지를 작성하 다. 설문지는 사용자 이력  사용 습 에 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과제별 실측치 측정결과를 미니탭 
버 14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통해 통계 으로 분석한 결과, 10개의 과제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체 으로 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모든 과제 수행에 있어서 처리시간이 많이 걸렸다. 특히 키 입력이 많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그 경향이 크게 드러났다. 스마트폰 사용 습 에서는 청년층은 반 으로 모든 기능들을 골고루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이용하는 기능들이 화걸기, 문자, 카카오톡, 검색 등 일부 기능에 치우쳐 있었다. 이런 
결과로부터 청년들은 장년층보다 스마트폰을 더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해짐에 따라 기능 수행에 필

요한 시간이 단축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 KLM 분석 결과, 처리시간이 단축된 가장 큰 요인은 청년층이 장년층에 
비해 키 입력에서 시간이 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제조에 있어서 장년층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문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는 소 트웨어 측면에서 극 으로 추가 인 설계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differences in age among the various functions required for everyday life 
through smartphone using environment. 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30 young adults and 30 elderly people. We 
set up 12 task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smartphone functions. At the same time, a questionnaire about 
smartphone usage habits was made.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items related to user history and usage habits. 
ANOV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Minitab version 14,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10 
tasks. The result of the actual values for each task showed that the elderly generally took more time to perform all 
the tasks than the younger ones. Especially, the tendency of the task which requires a lot of keystrokes was revealed. 
Especially, in the case of a task requiring a lot of keystrokes, the tendency was remarkable. Young adults have found 
that they use all functions uniformly overall, and the functions used by the elderly were biased toward some 
functions, such as dialing, text, kakao talk, and search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young people use smartphones 
more frequently than elderly people, and as they become accustomed to using smartphones, the time required to 
perform functions may be shortened. We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sign in terms of hardware or software so 
that the elderly people can input easily and conven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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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factors * comments

1. phone call 1 phone call using 11 numbers

2. phone call 2 phone call using shortcut key

3. send message 1 send message using general key

4. send message 2 send message using special key

5. seek phone number seek phone number from storage

6. write time table write appointment on the time table

7. memo memo about bank information

8. alarm set the alarm

9. search 1 search a word  ‘ergonomics' 

1. 서론

2018년 국내 이동 통신 시장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5천만 명으로 1인당 1스마트폰 시 가 열렸다[1]. 일상
생활에 있어서 스마트폰은 가장 요한 IT 제품으로 자
리 잡은 것이다. 스마트폰은 기존의 휴 폰과는 달리 다

양한 앱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제 스마트폰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커뮤니 이션 수단을 넘어 일상 인 일들을 수행하는데 

필수 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빠
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장
년층의 수는 약 750만 명으로 체 인구의 14%에 해당
한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총인구의 20%를 넘는 고령
화 사회가 될 것으로 망되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
국  가장 빠르다고 한다[2]. 고령화 사회가 가지는 문
제  하나는 장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정보 격차가 

더 커진다는 이다. Kim 등[3]은 장년층의 인구통계
학  특성에 의해 모바일 정보 이용행태를 연구하 는데 

장년층은 모바일 정보 컨텐츠에 따라 활용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한 정보 격차 문제는 장년층에게 소외감을 불
러일으키고 정서 으로 좋지 않은 향을 미친다. 컨

 정보 기술을 이용하는 장년층의 이용만족도가 높을수

록 우울 수 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그것이다[4].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하는 우리나라에서 장년층

의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세  계층 간의 정보 

격차를 이기 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련 연구는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의 다양한 특성들을 
조사한 연구로서 Kim 등[5]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연령
별로 심리 , 기능  특징을 이해하기 해 사용 연령층

을 나이별로 분류하고 스마트폰의 사용 특성을 조사하

다. Zhou 등[6]은 장년층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받아들
이는데 있어서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10개의 기능을 
제시하 고 그 에서도 가독성  특수 기능을 찾을 수 

있는 수단이 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는 소 트웨어 측면에서의 설

계방식에 한 연구로서 Choi 등[7]은 스마트폰으로 과
제 수행 시 60 가 20 에 비해 시스템의 화 메시지에 

의한 간섭의 향을 더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Hwangbo 
등[8]은 스마트폰 사용 시 장년층의 포인  능력이 은 

계층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나타냈다. 스마트폰을 포

함한 폭 넓은 IT 제품에 한 연구로는 스마트 헬스 기
기에 한 연령별 수용도에 한 연구[9], PDA 기기에 
한 연령별 수용도와 성능에 한 연구[10], 컴퓨  환

경에서의 자 크기에 한 연령별 읽기 속도에 한 연

구[11], 모바일 터치스크린에 한 연령별 성능에 한 
연구[12]들이 수행되었다.
지 까지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장년층은 스마트폰 사

용에 있어서 심리 , 기능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년층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일
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구체

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는 은 계층들과의 차
이가 사용 방식에 의한 것인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서의 차이인지 등 인간공학  에서의 다양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년층들이 스
마트폰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을 통해 필요한 다양한 기능

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은 계층들과 어떤 차이가 있

는지 실제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해 알아

보고자 한다. 동시에 이런 차이가 구체 으로 어떤 과정

을 통해 나타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기능 요소 정의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기능 수행도에 있어서 나이 

차이에 따른 향을 살펴보기 해서 스마트폰의 기능  

측면을 검토한다. 이를 해 우선 스마트폰의 기능성을 
정의하여야 하는데 기존의 스마트폰 련 연구에서 정의

한 기능성을 

Table 1. Functional factors for smartphone u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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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earch 2 search the stock price

11. picture picture a friend and save to file

12. change bell sound change bell sound to another

* 기능요소에 한 정의는 참고문헌 5,13,14를 참조하 슴

부분 으로 참고하기로 하 다[5, 13, 14]. 그 결과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능성을 나타내는 과제로서 
부 12 종류의 과제들을 정의하 다.

2.2 실험 개요 및 절차

2.2.1 기능 수행도 측정

스마트폰의 기능 수행도 실험을 해 우선 피험자 집

단을 청년층과 장년층으로 구분하 다. 청년층은 학 
재학생으로 남학생 15명, 여학생 15명으로 부 30명이
다. 장년층은 5, 60 의 남성 15명, 여성 15명 부 30명
이다. 실험 오차를 최소화하기 해 장년층의 학력은 
졸 이상으로 한정하 고, 스마트폰 상 제품도 운 체

계에 있어서 안드로이드 체계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특정

하 다. 
기능 수행도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스마트폰을 이용하

여 미리 정한 12개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으로 정하 다. 처리시간이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
하여 실제로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측치를 말

한다. 부 60명으로 구성된 피험자들은 미리 정의된 12
개의 과제에 해 실제로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스톱워치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각 과제별로 5회씩 
측하고 데이터를 수집하 다. 실측치를 구하기 해서 

피험자들은 우선 12개의 과제별로 가장 최 이라고 생

각하는 방법을 자신들이 2.1 기능요소 정의 부분에서 기
술했습니다. 평소 스마트폰을 사용해 오던 경험들을 토
로 어떻게 과제를 수행할 것인지 사 에 구체 인 방

법을 정하 으며 각자가 정한 차를 따라 실측치를 측

정하 다.

2.2.2 스마트폰 사용 습관 조사

피험자들은 기능 수행도 측정을 수행하기 에 각자

의 스마트폰 사용 습 에 한 설문지를 작성하 다. 설
문지는 크게 사용자 이력  사용 습 에 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사용자 이력은 나이, 성별, 스마트폰 사용 
기간 등에 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사용 습 을 조사

하기 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기능을 

화걸기, 문자 보내기, 카톡, 네이버 검색, SNS,  신문 읽
기, 음악 감상, 유튜 , TV, 게임, 쇼핑, 융거래, 결재, 
기타 앱 등 부 14개를 시하 으며 이에 한 사용 

습 에 해 5  척도로 평가하게 하 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사용 습 에 한 반 인 평가를 5  척도로 

평가하게 하 다. 

3. 연구 결과 및 토의 

3.1 기능 수행도 결과

나이 차이에 따른 스마트폰 기능 수행도를 평가하기 

해 정한 12개의 과제별 실측치를 측정한 결과, 나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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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OVA of observation values 

functional factors p value #

1 phone call 1 0.000**

2 phone call 2 0.162

3 send message 1 0.000***

4 send message 2 0.000**

5 seek phone number 0.071

6 write time table 0.000**

7 memo 0.000**

8 alarm 0.030*

9 search 1 0.000**

10 search 2 0.031*

11 picture 0.000**

12 change bell sound 0.000**

* 5%    ** 1% 유의

 # Minitab V. 14에 의한 분산분석 결과에서 P값 5%와 1%를 유의
한 수 으로 선정하 음

과제별 평균치는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체 으로 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모든 과제 수

행에 있어서 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측치에 해 Minitab ver.14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에 정리하 다. 그 결과,  부 12개
의 과제  단축키를 이용한 화걸기  화번호 검색

의 2개 과제에 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
며 다른 10개의 과제에 해서는 부 통계 으로도 유

의한 차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단축키를 이용한 화걸기나 화번호 검색 

과제는 다른 과제에 비해 비교  단순한 과제이다. 따라
서 장년층은 단순한 과제에 해서는 청년층과 비교해도 

과제 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자보내기, 검색, 사진을 촬 하고 일로 장

하기 등 다수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과제 수행에 필요한 시간이 일 되게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사용 습관 결과 

스마트폰 사용 습 에 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우
선 청년층의 나이는 평균 만 21.4세 (최  20세, 최고 26
세)이며 장년층의 나이는 평균 만 59.3세 (최  55세, 최
고 63세)이다. 모든 휴 폰을 포함한 스마트폰 사용 기

간은 장년층이 더 오래 사용했으며, 스마트폰만의 사용 
기간은 청년층과 장년층이 서로 비슷했다.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보면 청년층은 반

으로 모든 기능들을 골고루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

고, 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이용하는 기능들이 화걸
기, 문자, 카카오톡, 검색 등 일부 기능에 치우쳐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각자의 사용 습 에 한 반 인 

평가에 해 청년층은 자신들이 극 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  척도에서 4.4 ), 장년
층들은 보통 정도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5  척도에서 3.1 ). Minitab ver.14를 이용하여 분
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3 토의 

청년층과 장년층의 스마트폰 기능 수행도  사용 습

에 한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장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기능 수행도에서 하게 처리시간이 더 소요된다

는 것을 알았으며 이것은 일차 으로 청년들이 장년층에 

비해 스마트폰을 더 활발하게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청년들은 스마트폰을 더 빈번하게 사용함
으로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해지고 따라서 스마트폰 조

작법에도 더 익숙해진 결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다면 구체 으로 청년층은 어떤 방식으로 기능 

수행에 소요된는 처리시간이 단축된 것일까? 이를 살펴
보기 해 과제 수행 실측치에 해 KLM 모델을 이용
해 분석을 실시했다. KLM모델은 Card 등[15,16]이 제
안한 것으로 사용자의 제품 사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하는 모델로서 IT 제품의 사용성 평가  설계 시 이
용되는 방법론으로서는 측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12개의 과제에서 3번 문자보내기란 과제는 ‘내일 오
후 5시에 도서  1층에서 만나자 ’라는 문자를 미리 정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를 KLM모델에 의해 분
석하면 

6BB + M + T(61)
이다. 여기서 BB란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의 어느 
곳을 르는 연산자(operator)이며 M이란 사용자가 생
각하거나 지각하는데 필요한 행 를 나타내는 연산자, 
그리고 T는 문자 입력에 필요한 키를 르는 연산자이
다. KLM 모델에 의하면 BB에는 0.2 , M에는 1.2
(0.6에서 1.35 ), T는 0.28 (0.12에서 1.2  사이에 

당한 시간을 배정)를 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KLM모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3호, 2019

322

델에 의해 문자 보내기 과제에 소요되는 측치를 계산

하면 19.5 이다. 한 실측치를 보면 청년층은 평균 

13.4  소요되었으며 장년층은 29.4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자 보내기의 경
우, BB 연산자와 M 연산자는 측치에 미치는 향이 
상 으로 작으므로 T연산자를 심으로 실측치에 
한 청년층과 장년층의 T연산자 소요치를 추정하면 각각 
청년층의 T는 0.18 , 장년층의 T는 0.44 이다. KLM 
모델에서는 평균 인 사람들의 타이핑 속도로서 0.28
를 정한다. 청년층의 0.18 는 청년층이 평균 속도보다 

더 능숙하게 타이핑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장년층의 
0.44 는 평균 속도보다는 좀 느리게 타이핑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문자 보내기라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년층이 청년층보다 처리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

은 무엇보다도 키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청년들보다 

더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단지 문자 보내
기 과제뿐만 아니라 다른 과제에서도 두 집단의 처리시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사료된다. 
12개의 과제 에서 문자 보내기나 일정표 작성, 메모 

등 키 입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에서는 청년층과 장년층

의 처리 시간이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유의 수 1%). 반면 알람 시간 조 , 검색 2의 경우
는 처리시간에 차이가 있으나 통계 으로는 덜 유의한 

5% 수 이었다. 따라서 장년층은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조작한다든지 비교  단순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

년층에 비해 처리시간에 있어서 그 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검색 2 과제는 단순 검색이라기보
다 어느 정도 융지식이 필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는 
장년층이 정보 입력에서 청년층보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특정 분야에 한 지식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층보다 스마트폰을 더 효율 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는 을 시사한다는 의미에서 흥미롭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을 통해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년층들이 

청년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 스마트폰 사용 환경

에서의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스마트폰 기능 수행도
를 평가하기 해 정한 12개의 과제별 실측치 결과를 분

산분석을 통해 통계 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10개의 
과제에 해서는 부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가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모든 과제 수행
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
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보면 청년층은 반 으

로 모든 기능들을 골고루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이용하는 기능들이 화걸기, 
문자, 카톡, 검색 등 일부 기능에 치우쳐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청년들이 장년층보다 스마트폰을 더 빈번하게 사

용함으로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해짐에 따라 기능 수행

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년층은 비교  단순한 과제나 

키 입력이 덜 필요한 과제의 경우, 청년층과 비교해도 과
제 처리시간의 차가 없었다. 따라서 스마트폰 제조 기업
에서는 장년층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는 소 트웨어 측면에서 극 으로 설계에 

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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