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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도입가능한 스마트 기술을 탐색해 으로 시설입소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해 시도되었다. 조사 상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의 직·간  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을 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6개의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통해 총 127명
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되 4명의 노인복지 공자들이 스마트기기에 한 설명

을 병행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표 편차를 통한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 기술을 요양
시설에 용할 경우 가장 유용한 역으로는 가족 계지원 역, 건강지원 역, 여가지원 역, 물리 환
경 응지원 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  항목별로는 물리 환경 응지원 역에서는 시설직원익히기, 

특정공간 방향찾기 으며, 건강지원 역에서는 안 센서, 로그램 알람이, 가족 계 지원 역에서는 가족
사진보기, 자신의 사진/동 상 앨범 활용이, 여가 지원 역에서는 음악듣기, 화/텔 비젼 시청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인구·사회  특성  스마트기기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

는데, 이를 토 로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을 상으로 스마트 기술에 한 욕구를 악함으로 좀 더 심도깊
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중심어 :∣스마트기술∣노인∣요양시설∣탐색적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exploratory study is to examine if the application of smart technology(ST) 
would assist adjustment to the nursing home facilities in the elderly. Since there is not much 
previous research on this subject, we generated survey questionnaires on our own.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survey of 127 employees at 6 nursing homes including geriatric care workers, 
social workers and nurses who provide direct as well as indirect care services. Results showed 
that the utilization of ST would benefit the areas of family relationship support, health support, 
leisure support, and physical environment adjustment. As for physical environment adjustment, 
study participants reported that ST would help elders familiarize employees and find directions 
for specific space the most. As for health support, ST would be best utilized as a security sensor 
and program alarm system. As for support for family relationship, ST was expected to be 
utilized as looking at family pictures and playing with self pictures/videos. As for leisure 
support, ST was expected to assist elders to listen to music and watch movies/TV. These 
resul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nd the smartifacts. 
These results of the study will show the direction for more in-depth studies on application of 
smart technology for the elderl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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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재 노인은 농경사회에 태어나 산업사회 속에서 

은 시 을 보내고 노인이 되어서는 정보화사회를 경험

하고 있는 세 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  60  스마트폰 보유율은 15.1%, 스

마트 패드는 0.5%, 70  이상의 경우 각각 1.3%, 0.0%

에 불과하며,  국민의 정보화수 을 100으로 볼 때 50

 이상의 장노년은 71.2에 해당한다[1]. 재 많은 노인

들은 모바일로의 근에 제한 이며, 은층과의 정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rancisco 외(2013)는 

이러한 세 간 디지털 사용의 차이를 디지털 원어민

(Digital natives),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s), 

디지털 문맹자(Digital illiterates)라는 개념을 사용해 

표 하 다[2]. 디지털 원어민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

털을 경험했던 어린 세 를 말하며, 디지털 이민자는 

성장기때 디지털을 경험한 장년 세 , 디지털 문맹은 

재 디지털을 사용할 수 없는 세 를 말한다[2]. 디지

털 기기의 활용은 체 으로 소득층이나 학력의 

경우 활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의 비용이나 사용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

이며 노인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1]. 

그러나 55년에서 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

의 경우 상 으로 근로연령에 정보화시 가 도래하

여 컴퓨터나 인터넷 등에 한 이 가능했던 세 이

다. 2013년 한국미디어패 조사에 의하면 50 의 스마

트폰 보유율은 56.0%이며, 아래 연령으로 갈수록 스마

트 폰 보유율이나 인터넷 사용률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4]. 이에 따라 이들이 노인층으로 진입하는 2020년 경

에는 생활 반에서 보편 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

고자 하는 노인의 욕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상된다. 

한편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연령 노인의 증가는 

건강문제를 동반할 것이고, 주거문제의 실 인 안

으로 시설입소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통계

청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73%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기를 원치 않으며, 노후에 양로원이나 요양

원에서 살고싶다는 응답이 2011년 17.3%에서 2013년 

20.6%로 증가하 다[6]. 같은 조사에서 자녀와의 동거

를 자발 으로 선택한 경우는 노인의 18%에 불과하다

[6]. 본인이 살아왔던 집에서 자녀와는 독립 으로 계속 

살고싶으나, 고연령으로 갈수록 건강악화나 여타의 이

유로 시설 입소를 고려하게 된다. 재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입소노인 역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5].  

노인의 시설 입소는 익숙한 물리  환경과 생활양식

의 단 과 더불어, 일상 인 생활패턴, 사회  지지망의 

변화 등의 경험으로 노인에게 두려움과 스트 스를 유

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입소 기에는 개 분

노와 부당함을 느끼고, 특히 이러한 감정은 비자발 으

로 입소한 노인의 경우 심하게 나타났다[7]. 이는 ‘입소

후 스트 스 증후군(Relocation Stress Syndrome)’으로 

불리우면서 네델란드 요양시설 입소노인 562명을 조사

한 결과 입소 기 노인들은 재가 상태와 병원입소 노

인에 비해 스트 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

설 입소경험이 없는 경우가 스트 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한국 정부는 입소 노인들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문 으로 수행하도록 하

기 해 노인복지법 34조 2항에 근거해 요양보호사들

을 두도록 하 으나, 입소 노인의 다수가 치매와 

풍을 겪고 있다 보니 요양보호사들의 심의 은 

체 으로 이들의 신체  수발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입소노인들은 신체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과의 단 , 

새로운 계 형성을 한 사회  욕구나 스스로 자립

인 생활 유지를 통한 자존감의 유지 등의 문제 역시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한 도움은 실제 으로 

수발인력들에 의해 다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노인들이 처해있는 환경이나 상

황과 무 하게 보다 더 독립 인 삶을 할 수 있도

록 지원하기 해 기기(Technology)의 활용을 극

으로 고려하고 있다. 최근은 유럽에서는 사용자를 기반

으로 한 Ambient Assisted Living(AAL)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13]. 치매나 

신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이라도 컴퓨터 활용이

나 인터넷, 기기 활용이 심리·사회  효과가 있다는 다

수의 연구들이 있는 것으로 볼 때[9-12], 한국에서도 이

러한 변화로의 추세를 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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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OECD 국가에서 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용자 

한 속하게 증가하고 있다[3]. 이러한 한국의 특성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좋은 기

반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스마트 기술

활용을 한 기 를 마련하기 해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의 직 인 수발인력인 요양보호사를 포함하여 

간 인 수발인력이 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요

양시설 종사자들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스마트 기술 

도입 가능한 역을 악해보고자 한다. 

II. 노년기와 스마트 기술

1. 노인복지영역의 스마트 기술 도입
선진국에서는 정보화 기술(technology)의 활용이 노

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와 련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을 심

으로 형 로젝트를 통해 사용자 심의 컴퓨  환경

인 Ambient Intelligence(AmI) 개념이 도입되어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통한 노인들의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13]. AmI란 사용자 심의 컴퓨터 환

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삶의 

반 역에서 노인이 독립 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다. 특히 시설환경과 련하여서는 사용자 

심의 스마트 홈, 시설입소노인을 한 랫폼  인

터페이스 개발, 이동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기기

를 통한 이들의 고독이나 고립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로 이나 서비스, 이에 한 사업화 방안 등에 한 연

구들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43][44]. 

노인복지 분야에서의 이러한 근은 노년학과 공학 

등의 여러 학문간의 결합인 다학제 인(inter- 

disciplinary)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노년공학

(Gerontechnology)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개발되었다. 

과거 노인의 신체  제약을 극복하기 한 AT 

(Assistive technology)의 일부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역을 받아들이다가

[14], 재에는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해 노인의 일상생

활을 지원하기 한 연구 역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유

럽집행 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노인의 일상생

활  기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 ① 이동 기기, ② 사회  어 기기, ③ 건

강 리를 한 기기, ④ 스마트 홈[42]. 특히 이 에서 

스마트 홈의 경우 노인이 최 한 잔존능력을 살리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재택 상태에서 건강을 체크

할 수 있는 텔 헬스(telehealth)나 출입통제, 알람, 연

기 감지, 자동가스 조 , 어 등을 한 보조기구에 

한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여러 로토타입의 

개발을 통해 그 사용성  효용성 검증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43][44]. 이러한 연구결과의 제안

은 노인들이 요양시설 내에 용되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  수 있는 가능성에 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이다. 

한국의 노인들은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노인들

과는 가족  사회  상황이 상이하나, 재 한국사회

는 분거가족이 증가하고 가족의 가치 이 개인주의

으로 변화하는 등, 선진국이 노인에 한 지원에 한 

고민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 노인은 본질 으로 컴퓨터나 정보기기 사용에 있어 

환경  특성과 무 하게 나타나는 공통 인 특성이 있

다. 첫 번째로는 노인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연령이 증

가하면 차 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이러한 건강악화

는 이동성(mobility)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

로 인해 가상공간과 컴퓨터를 통한 의사소통은 자신이 

경험할 수 없는 실을 경험하게 해 으로써 노인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킬 요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

다는 이다. 다음으로, 사회  역할 감소  배우자의 

상실은 사회  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는 노인들의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다. 

이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는 컴퓨터 활용 자체가 여가

 성격을 띌 가능성이 있다는  한 다른 연령집단

과는 다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노년층이 일반 으로 

겪게 되는 퇴직이나 자식들의 결혼 등으로 인한 사회  

계의 감소를 보완해  수 있는 것이 바로 컴퓨터나 

정보기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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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경우 노인복지 역에 스마

트 기술이 보편 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비교  노인복지 역에서 IT기술을 받아들인 표  

사례로는 유헬스(U-health)와 독거노인 등을 한 모니

터링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이와 련한 연구로는 복지

역을 포함해 이선형·안 희(2011), 고주 ·김 기

(2014), 김 규·이돈태(2014) 등의 연구가 있다[15-17].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는 노인 주거향

상을 해 스마트 기술 활용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노

인복지시설이나 스마트 홈의 유비쿼터스 주거계획을 

한 연구나[18-21], 노인 복지시설 공간의 스마트화에 

한 연구가 시도된 바가 있다[22][23]. 그밖에도 스마

트 기기나 인터넷을 활용한 여가 역을 해 노인을 

한 기능성 게임 개발  효과성에 한 연구를 시행

한 경우로, 노인들이 걷기게임을 통해 건강과 오락  

욕구를 함께 충족할 수 있도록 한 연구도 시도되었다

[24][25]. 그러나 이들의 건강이 비교  나빠진 경우 입

소하게 되는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이 독립 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한 근은 아직까지 노인복지분

야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2. 노인요양시설과 스마트 기술
2.1 선진국 요양시설의 스마트 기술 활용
최근 노인복지시설의 사회환경의 변화와 스마트화 

요구에 따라 IT 환경으로 변화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

으나 한국에는 이에 한 연구가 거의 무한 상황이

다. 이에 따라 스마트 기술이 요양시설에 용된 선진

국의 사례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들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기 해서는 기존의 

기기를 활용하거나 이들의 신체나 정신  제약을 고려

한 새로운 기기가 개발되어야 한다. 자의 경우 웹사

용성이나 근성을 높이도록 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 이들을 상으로 별도

의 기기에 한 근이 필요할 것이다. 자에 한 연

구는 체 으로 요양시설 입소노인뿐 아니라 기능이 

약해진 일반 노인들 상으로 한 연구가이루어지고 있

으며[26], 후자 연구들의 경우 이들의 신체  상황을 고

려하기 해 이들의 행동을 찰하거나 시나리오를 설

정하여 이들의 욕구를 고려한 기기를 개발하기도 하

다. 이러한 로, 사회 계 증진을 한 노력의 일환으

로 치매가 있는 시설입소노인을 상으로 Building 

Bridge 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측정한 연구가 이

루어졌다. 이는 4가지 메뉴로 방송과 잡담, 화, 메시

지 보내기, Tea room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27].  

그림 1. Building Bridge 시스템

그림 2. MYLIFE 시스템

그밖에도 EU의 AAL 로젝트에서 개발된 

ROSETTA, MYLIFE와 같은 시스템은 비교  성공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YLIFE의 경우는 기억에 

문제가 있거나 치매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통제 하에 

시간과 지켜야할 약속, 사회  계 등에 해 상기를 

시켜주는 것이다[그림 2][28]. 이 연구에서는 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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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을 통한 타블릿 PC를 활용하도록 하 으며, 

8주 사용후 유용성에 해 응답을 받았다. 그 결과 이 

시스템은 반 으로 노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며, 사용

하기 쉽다고 응답하 다. 이는 물론 가정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치매노인이 거주하는 시설에서도 활용가능한 

시스템의 가 될 것이다. ROSETTA는 터치 스크린을 

통한 타블릿 피씨와 모바일 기기, 센서, 카메라 등이 추

가로 사용된다[29][30]. 이 시스템은 크게 3가지 종류로 

구성되어있다 : 기본 인 일상  활동 도움(Elderly 

Day Navigator), 일상  행동의 모니터링(Early 

Detection System), 응 상황 감지시 보호자에게 알람

을 하는 시스템(Unattended Autonomous Surveillance/ 

Advanced Awareness and Prevention System)[그림 

3].

그림 3. ROSETTA 시스템

이러한 과학기술은 노인의 심리·사회  기능 향상에 

향을 으로써 시설 응에 정  역할을 할 수도 있

다. Kuwahara 외는 인지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

에게 시청각 자극을 주면 단기기억이 향상되었다는 결

과를 보 으며[31], Irvine 외(2011)의 연구에서는 시설

에 있는 노인들의 컴퓨터 활용은 우울이나 자아통제감 

향상, 공격성 감소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2]. 

Damiankis 외(2010)의 연구에서는 상자서  제작을 

통해 이를 가족과 나눔으로 기억력과 주  감정에 도

움이 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11]. 노인의 정보화기기

에 한 활용이 정 인 작용을 할 것인가에 해서는 

심리·사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연구들이 

아직까지 더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9-12].

2.2 노인의 스마트 기술에 대한 욕구
일반 으로 노인들은 스마트 기기에 한 이용에 거

부감을 가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들은 기기 사

용에 한 장 을 인식하고 편리하다고 여기면 이를 사

용하려는 경향을 갖는다[32]. 스마트 기기가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노인들은 이용하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이 스마트 기기

와 기술에 해 갖고 있는 욕구는 모두 요하다 할 수 

있다. 

사회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결속감을 증

진시킴으로 사회 통합과 정보화기기 소외를 배제하고

자 2011년 5월부터 EU의 HOST 로젝트가 시도되고 

있다. 이들은 노인의 기기에 한 욕구를 이동성, 기억, 

사회  환경, 도시생활, 문화  심으로 분류하고 구체

인 기기와 연결하 다[33]. 를 들어 사회  환경에

는 가족, 친구, 이웃 역이 있으며, 가족 역에서 쉬운 

문자메시지 교환의 어려움을 들고 이에 한 멀티  디

바이스 인터페이스, 메신 보내기와 이를 나  수 있는 

툴로 구체화하 다.  

시설에 있는 노인의 경우 치매가 있는 노인들이 많은

데, 치매노인을 상으로 기기에 한 개발의 시리스

트에 한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있다[34]. 여기에서 가

장 높은 순 를 얻은 것은 활동이나 기기를 통한 구두/

개인사(史)에 한 회상(reminiscence)을 진하도록 

하는 기기 으며, 다음으로 친구나 가족과 계를 유지

하도록 하는 기기, 화를 진할 수 있는 기기, 쉽게 음

악들을 수 있는 기기 사용 등에 해 원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밖에도 NAC(2011)에서 수행된 보고서에서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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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자 1,000명을 상으로 12가지의 노인 수발을 돕는 

기기에 한 유용성  수용정도에 해 온라인 조사한 

결과를 밝히고 있다[35]. 조사된 12가지의 기기  사용

할 것 같다라고 응답한 상 의 기기는 건강과 련한 

것, 즉 약지원시스템(medication support system), 개인 

건강 기록 추 (personal health record tracking), 증상 

모니터송출(symptom monitor and transmitter)로 나타

나 체 으로 건강욕구가 노인들에게 우선 인 욕구

인 것은 동일하 으며, 계 진에 한 욕구도 나타

났다.  

2.3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스마트기술 활용 가능성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노인

요양시설은 1-4등 의 등 정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

하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8조)1). 본 연

구가 진행된 2012년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치

매나 뇌 성 질환의 심각성이 단되어야(1-3등 )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기본 으로 고연

령이며 신체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 2014년 7월이후 장기요양 5등 (치매특별등 )이 

신설되어 경증 치매환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재가

복지 서비스(주야간 보호, 인지기능향상 로그램, 가

족휴가 등)가 주를 이루어, 요양시설 입소노인들은 여

히 신체 , 정신  질환이 심각한 노인들이 주가 될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라는 로벌 상과 더불어 노인요

양시설  주거환경의 스마트화가 한 국제사회의 공

통  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장기요양

보험법 실시 후 노인요양시설이 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스마트화  IT 기술이 목

된 서비스 환경으로 변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

황이다[22][23].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노인의 

스마트 기기 보유율이 낮은 것을 미루어볼 때[1][4], 요

양시설 입소노인의 스마트 기술 활용의 정도는 아주 낮

1) 보건복지부는 기존 3등  보험체계를 더운 세분화하여 ‘4등 ’과 ‘치

매특별등 (5등 )’을 만들고 특별등 을 받은 경증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은 편이라고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요양시설의 스마

트화나 스마트기술 기반의 서비스에 한 근은 

으로 기 의 의지와 수발인력인 요양보호사  종사

자들의 의지  스마트 기술 활용 능력에 의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에 한 연구는 아니었

으나 이의훈, 한세미는 노인부양활동에 있어서 IT의 보

완역할에 한 탐색  연구에서 노인이 아닌 노인부양

자의 욕구에 한 연구를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40]. 

이들은 노인을 부양할 때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노

인의 건강, 안 , 치를 확인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에서 노인의 수발

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상으로 노인의 시

설 응에 도움을  수 있는 스마트 기기에 한 요구

도  활용가능성에 한 탐색  연구를 하고자 하 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비확률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충청남도와 

경기도에서 운 되고 있는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

자를 상으로 진행하 다. 충청남도에 치한 H요양

원(26부), F요양원(15부), J요양원(22부), Y요양원(17

부), C요양원(29부) 5개소와 경기도에 치한 A요양원

(22부)을 합쳐 총 6개 시설을 상으로 진행하 다2). 

설문 상자는 기 에서 노인을 상으로 직·간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종사자를 주 상으로 하 으

며, 요양보호사 96명, 사회복지사 11명, 기타 수발인력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20명에 해당한다. 조사기간

은 2013년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실시하 다. 요

양시설의 스마트 기술 설문 문항이 다소 복잡한 것에 

해 노인복지 공자 4명이 1  1로 설명하며 진행하

는 면 방식을 병행하 다. 설문지는 150부를 의뢰하여 

131부가 회수되어 87.3%의 회수율을 보 으며, 스마트

기기 사용자만 응답해달라는 요청을 하 으나 비사용

2) 각각의 노인 입소정원은 다음과 같다 : H요양원 74명, F요양원 49명, 

J요양원 84명, Y요양원 96명, C요양원 60명, A요양원 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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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환경 
응 
지원
역

(1) 특정 공간 방
향 찾기 

화장실, 욕실, 프로그램 실 등 일상적으로 
노인이 이용하는 공간의 방위감을 높이도록 
하는 것, 길 찾기 등을 돕는 프로그램

(2) 시설 직원 익
히기

거주시설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회복지
사, 요양보호사 등의 직원과 익숙해지도록 
돕는 프로그램

(3) 특정 가구, 물
건의 배치 익히기 

자신이 생활하는 방에 있는 가구나 일상적
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을 자꾸 잊는 경우를 
대비해 상기시키는 프로그램

(4) 노인의 일상적
인 행동 돕기

손씻기, 식사하기 등의 일상적으로 수행하
는 활동을 반복적으로 알려줌으로 이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건강 
지원 
역

(5) 시간맞춰 약 
먹기

특정한 시간에 알람을 통해 시간에 맞춰 약
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6) 약에 대한 정
보 제공

구체적으로 약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프
로그램

(7) 인지 향상을 
위한 디지털 달력

반복적으로 날짜와 계절, 밤/낮 등을 알려
주는 달력 프로그램  

(8) 안전 센서 노인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안전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9) 프로그램 알리
는 알람 

특정한 시간에 알람을 통해 시설 프로그램
의 시간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10) 노인의 건강 
기록

노인의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조
회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가족
계 
지원 
역

(11) 가족사진 보
기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가족의 사진을 보여
줌으로 가정과 시설이 격리되지 않다는 느
낌을 주는 프로그램  

(12) 자신 사진/
동영상앨범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과거를 회
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13) 가족과 화상
통화하기

스카이프 등 화상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안
부 확인 및 대화나누기

여가 
지원 
역

(14) 음악듣기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도록 하는 프로
그램 

(15) 영화/텔레비
젼 시청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나 텔레
비전 보는 프로그램

(16) 책을 읽거나 
읽어주기

전자책을 활용해 책을 읽거나 책을 보기 어
려운 경우 읽어주는 프로그램

(17) 가상공간에
서의 춤추기

움직임인식센서(예:Wii-fit이나 키넥트)와 
가상 프로그램을 통해 적은 움직임으로도 화
면에서 춤을 추는 것을 통해 춤추는 것을 경
험하게 하는 프로그램

(18) 가상공간에
서의 여행경험 

직접적인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고 싶은 곳을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 

(19) 가상공간에
서의 동/식물 기르
기

가상공간에서 동물이나 식물을 직접 기르는 
프로그램

(20) 친구/지인과
의 채팅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 프로그램을 활용해 
친구/지인과 대화나누기

성분

1 2 3 4
(1) 특정공간방향찾기 .264 .290 .671 .134
(2) 시설직원익히기 .101 .286 .781 .192
(3) 특정가구물건배치익히기 .211 .215 .849 .187
(4) 노인의 일상적인 행동 돕기 .275 .252 .773 .267
(5) 시간맞춰 약먹기 .300 .743 .276 .120
(6) 약에 대한 정보제공 .280 .754 .312 .177
(7) 인지향상을 위한 디지털 달력 .422 .463 .401 .364
(8) 안전센서 .148 .741 .159 .286
(9) 프로그램 알리는 알람 .274 .594 .376 213
(10) 노인의 건강기록 .316 .701 .267 .238
(11) 가족사진 보기 .171 .284 .303 .770
(12) 자신의 사진 동영상 앨범 .331 .373 .223 .719
(13) 가족과 화상통화하기 .309 .195 .204 .779
(14) 음악듣기 .669 .160 .153 .368
(15) 영화, 텔레비전 시청 .707 .239 .076 .310
(16) 책을 읽거나 읽어주기 .693 .268 .273 .254
(17) 가상공간에서의 춤추기 .746 .371 .089 .088
(18) 가상공간에서의 여행경험 .840 .187 .263 .122
(19) 가상공간에서의 동/식물 기르기 .749 .359 .220 .022
(20) 친구지인과의 채팅 .534 .021 .241 .321

자가 응답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하여 총 127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2. 조사도구의 개발
스마트 기술에 한 구체 인 문항은 이와 련한 선

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선행연구를 참

고로 하여 제작하 다[14][15][34-38][표 2]. 총 5  척

도로 ‘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안 되는 편이

다’, ‘보통’, ‘도움이 되는 편’, ‘아주 도움이 된다’로 응답

하도록 하 다. 

표 2. 스마트 기술 요구도 측정 문항의 구체적 내용

표 3. 스마트 기술 요구도 측정 문항의 요인분석

Maslow의 욕구 5단계를 기 로 상 으로 물리  

환경 응이나 건강 지원 역은 하 의 욕구로 보았고 

가족 계 지원이나 여가생활지원 역은 상 의 욕구

로 보았다. 

각 역에 한 문항이 합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악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의 경우 

련된 변수들의 통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몇몇 

집단으로 분류하는 다변량 분석 기법  하나이다. 특

히 본 연구에서는 이론상으로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연

구에서 연구의 방향을 악하기 한 탐색  목 을 가

진 분석방법으로 탐색  요인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요인분석을 해서 자료의 합성을 단하기 해 

Barlett의 단 행렬과 KMO 표본 합도를 검하 다. 

시설 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단되는 20 문항을 상

으로 주성분 분석을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사회

과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직각회 방식인 베리맥스 방

식으로 회 하여 4개의 요인을 얻었다[표 3]. 각 요인의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을 보기 해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요인1의 경우 0.893, 요인2의 경우 

0.869, 요인3의 경우 0.895, 요인4의 경우 0.916인 것으

로 나타나 모두 0.8 이상을 보여 내  일 성이 있다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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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 방법
시설노인의 스마트 기술 활용에 한 수요도의 략

 경향을 악하기 한 것으로 기술통계 방법을 사용

하 다. 즉 평균과 빈도분석, 표 편차 등을 사용하여 

요구도를 살펴보았으며, 문항구성의 분류를 해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통계 로그램은 

SPSS 버  15.0을 사용하 다.

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주요 인구학  특성과 스마트 기기 활용에 한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4].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구분 % %

성별
남 18.9

소유기기
스마트폰(보유율) 95.3

여 81.1 스마트 
패드(보유율) 6.3

연령

20대 5.5 스마트 
기기
사용 
기간

6개월 미만 21.3
30대 10.2 6~12개월 미만 33.9

40대 30.7 12~24개월 
미만 26.8

50대 44.9 24개월 이상 18.1
60대 이상 8.7

무선인터
넷 평균
사용
시간
(일)

10분미만 18.1

학력

중졸 이하 11.0 10~30분 미만 32.3

고졸 46.5 30분~1시간 
미만 27.6

대졸 35.4 1~2시간미만 12.6
대학원재이상 6.3 2시간 미만 9.4

월평균 
소득
(만원)

130미만 8.7 다운 
애플리케
이션 수

5개미만 43.3
130~150미만 36.2 5~10개미만 31.5
150~180미만 26.8 10~20개 미만 20.5

180이상 20.5 20개 이상 4.7

근무시간
5~8시간 70.9 고용

형태

정규직 72.4
9~12시간 26.8 계약직 26.812시간 초과 2.4

자격증
소지 비율
(복수응답

)

요양보호사 84.3 애플리케
이션 
구매 
비용
(월)

1~3천원 미만 63.8
사회복지1급 6.3 3~5천원 미만 23.6
사회복지2급 25.2 5천원~1만원 

미만 8.7간호(조무)사 17.3
1만원 이상 3.9기타 22.0

2. 스마트 기술 활용에 대한 전반적 요구도
평균으로 볼 때 노인의 시설 응력에 스마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서 가장 높게 응답한 것은 가

족 계 지원 역(4.08 ), 건강 지원 역(3.66 ), 물리

 환경 응 지 원 역(3.28 )과 여가 지원 역(3.35

)은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표 5].

5  척도  3 이 보통이므로 모든 역에서 3  이

상의 응답을 보 다. 구체 인 내용에서는 가족 계지

원 역에서의 가족사진보기, 여가지원 역에서 음악

듣기, 자신의 사진/동 상 앨범 보기, 가족과 화상통화

하기가 평균 4  이상의 응답이 나왔다. 역별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것은 1) 물리  환경 응 지원 

역에서는 시설직원익히기 로그램이, 2) 건강 지원 

역에서는 안 센서 로그램이, 3) 가족 계 지원 역

에서는 가족사진 보기 로그램이, 4) 여가 지원 역에

서는 음악듣기 로그램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 노

인들이 고연령이고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상황

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응답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5. 스마트 기술 활용에 대한 영역별, 항목별 요구도 평균
평균

( 호안은 
순 )

표 편차

1) 
물리적 
환경
적응 
지원 
영역

(1) 특정공간 방향 찾기 3.29 (15) 1.196
(2) 시설직원 익히기 3.47 (12) 1.104
(3) 특정 가구·물건 배치 익히기 3.11 (18) 1.119
(4) 노인의 일상적인 행동돕기 3.25 (16) 1.159

평균 3.28 0.99

2) 
건강지
원 영역

(5) 시간맞춰 약먹기 3.64 (8) 1.206
(6) 약에 대한 정보제공 3.31 (13) 1.231
(7) 인지향상을 위한 디지털 달력 3.78 (7) 1.107
(8) 안전센서 3.88 (5) 1.288
(9) 프로그램 알리는 알람 3.80 (6) 1.185
(10) 노인의 건강기록 3.58 (10) 1.222

평균 3.66 1.01
3) 

가족관
계 
지원 
영역

(11) 가족사진 보기 4.25 (1) .951
(12) 자신의 사진 동영상 앨범 4.04 (3) .964
(13) 가족과 화상통화하기 4.00 (4) 1.099

평균 4.08 0.91

4) 
여가지
원 영역

(14) 음악듣기 4.06 (2) 1.078
(15) 영화, 텔레비전 시청 3.60 (9) 1.063
(16) 책을 읽거나 읽어주기 3.21 (17) 1.187
(17) 가상공간에서의 춤추기 3.03 (19) 1.076
(18) 가상공간에서의 여행경험 3.30 (14) 1.175
(19) 가상공간에서의 동·식물 
기르기 2.97 (20) 1.294
(20) 친구, 지인과의 채팅 3.54 (11) 1.366

평균 3.35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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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기술 활용에 대한 영역별 요구도
3.1 물리적 환경 적응 지원 영역의 스마트 기기 요구도
물리  환경 응 지원 역의 인구사회  특성별 요

구도는 체 으로 20 의 경우 높았고, 60  이상, 기

타자격증을 소지한 집단의 요구도가 낮은 경향이 나타

났다[표 6]. 

구체 으로 특정공간 방향 찾기에서는 졸이하집단

에서 가장 높게(3.79 ), 월평균 130미만인 집단이 가장 

낮게 응답하 다(3.00 ), 시설직원 익히기, 특정가구물

건 배치하기, 노인의 일상 인 행동 돕기에서는 모두 

20 가 가장 높게, 60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스마트기기 련 특성별로는 일 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나 애  구매비용이 높거나 다운애  

수가 많은 사람이 요구도가 높으며, 무선 인터넷 사용

시간이 상 으로 거나 많은 집단에서 요구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구체 으로 특정공간 방향찾

기는 애  구매비용이 월 1만원 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

고(4.40 ), 무선 인터넷을 1-2시간 이용하는 사람이 가

장 낮았다(2.50 ).

표 6. 물리적 환경 적응  지원 영역의 요구도I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구분 n ① ② ③ ④

성별 남 24 3.21 3.50 3.17 3.17
여 103 3.31 3.47 3.10 3.27

연령

20대 7 3.57 4.29 3.57 3.86
30대 13 3.31 3.69 3.08 3.23
40대 39 3.23 3.44 3.33 3.38
50대 57 3.33 3.40 2.96 3.20

60대 이상 11 3.09 3.18 2.82 2.73

학력
중졸 이하 14 3.79 3.43 2.93 2.93

고졸 59 3.27 3.43 3.19 3.34
대졸 45 3.16 3.51 3.02 3.20

대학원재 이상 8 3.13 3.63 3.38 3.50

월평균
소득 
(만원)

130미만 11 3.00 3.40 3.36 3.55
130~150 미만 46 3.22 3.37 3.04 3.20
150~180 미만 34 3.26 3.50 2.85 3.06

180 이상 26 3.38 3.65 3.35 3.42
평균 127 3.29 3.47 3.11 3.25

 ① 특정공간 방향 찾기 ② 시설 직원 익히기 ③ 특정가구 물건배치하기
 ④ 노인의 일상적인 활동돕기

표 7. 물리적 환경 적응  지원 영역의 요구도II
                            (스마트 기기 특성에 따른)

스마트기기 특성 n ①  ② ③ ④

스마트기
기 

사용 시간

6개월 미만 27 3.37 3.30 3.07 3.15
6~12개월 미만 43 3.33 3.39 3.07 3.19
12~24개월미만 34 3.21 3.65 3.21 3.24
24개월 이상 23 3.26 3.57 3.09 3.52

무선인터
넷 

사용시간
(일)

10분 미만 23 3.39 3.22 3.22 3.17
10~30분미만 41 3.32 3.54 3.10 3.20
30~1시간미만 35 3.69 3.63 3.31 3.54
1~2시간 미만 16 2.50 3.06 2.63 2.81
2시간 이상 12 2.92 3.83 3.00 3.33

다운 
어플 수

5개 미만 55 3.33 3.31 3.02 3.07
5~10개 미만 40 3.03 3.44 2.98 3.10
10~20개미만 26 3.65 3.76 3.52 3.84
20개 이상 6 3.17 4.00 3.17 3.50

어플
구매비용

(월)

1~3천원 미만 81 3.22 3.43 3.02 3.11
3~5천원미만 30 3.27 3.34 3.27 3.40
5천~1만원미만 11 3.36 3.91 3.09 3.73
1만원 이상 5 4.40 4.00 3.75 3.75

평 균 127 3.29 3.47 3.11 3.25

 ① 특정공간 방향 찾기 ② 시설 직원 익히기 ③ 특정가구 물건배치하기 
 ④ 노인의 일상적인 활동돕기

시설직원 익히기는 무선인터넷 사용기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낮고(3.06 ), 애  수와 구매비용

이 많은 경우 가장 높았다(4.00 ), 특정가구 물건 배치

하기와 노인의 일상생활돕기에서는 무선인터넷사용시

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낮았고(2.63 ,2.81

), 애  구매비용이 월 1만원 이상인 집단과 다운 애

수가 10-20개 미만인 집단이 가장 높았다(3.75 , 

3.84 ).   

3.2 건강지원 영역의 스마트 기기 요구도
건강지원 역에서는 결과가 일 이지는 않으나

[표 8], 20 가 체 으로 요구도가 높은 항목이 많고 

60  이상이 낮은 항목이 많았다. 

한 소득이 많고 은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향이었다. 구체 으로는 시간맞춰 약먹기는 60  이

상이 가장 낮게(3.18 ), 소득 180이상 집단이 가장 높

게(4.04 ) 응답했다. 약에 한 정보제공은 20 가 가

장 낮게(2.71 ),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이 가장 높게 응

답했다(3.82 ). 디지털 달력, 안 센서, 로그램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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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 가 가장 높게 응답했고(4.33 , 4.43 , 4.43 ), 

낮게 응답한 것은 각각 달랐다. 노인의 건강기록은 소

득 높은 집단에서 높게(3.88 ), 60  이상에서는 낮게 

나타났다(3.09 ). 나머지 디지털 달력은 학력이 학원 

재학이상이 가장 낮게(3.29 ), 안 센서는 월평균소득 

130미만이 가장 낮게(3.36 ), 로그램 알람은 60  이

상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3.18 ). 

표 8. 건강 영역의 요구도I 
(인구학적 특성별)

인구
학적 
특성

구분 n ① ② ③ ④ ⑤ ⑥

성별 남 24 3.48 3.21 3.57 3.58 3.61 3.50
여 103 3.68 3.33 3.83 3.95 3.85 3.60

연령

20대 7 3.71 2.71 4.33 4.43 4.43 3.57
30대 13 3.69 3.54 3.69 3.77 3.38 3.54
40대 39 3.73 3.32 3.72 3.90 3.87 3.63
50대 57 3.65 3.39 3.84 3.82 3.91 3.65

60대 이상 11 3.18 2.91 3.45 3.91 3.18 3.09

학력

중졸 이하 14 3.46 3.31 3.75 4.21 3.79 3.43
고졸 59 3.67 3.41 3.98 3.71 3.77 3.58
대졸 45 3.66 3.25 3.60 4.04 3.84 3.59

대학원재 
이상 8 3.57 2.86 3.29 3.50 3.88 3.75

월평
균
소득
(만원)

130미만 11 4.00 3.82 4.18 3.36 4.00 3.55
130~150 

미만 46 3.27 3.13 3.67 3.91 3.80 3.41
150~180 

미만 34 3.52 3.15 3.70 3.65 3.55 3.48
180 이상 26 4.04 3.40 3.79 4.31 4.08 3.88

평 균 127 3.64 3.31 3.78 3.88 3.80 3.58

① 시간맞춰 약먹기 ② 약정보 제공 ③ 디지털 달력
④ 안전센서 프로그램 알람 ⑤ 프로그램 알람 ⑥ 노인의 건강기록

다음으로 스마트 기기 특성에 따른 건강 역의 요구

도는 체 으로 다운 어  수가 많거나 어  구매비용

이 높은 집단의 요구도가 높았고 하루 1~2시간 사용집

단의 요구도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표 9]. 구체 으로 

시간맞춰약먹기의 경우 무선인터넷사용시간이 1~2시

간 미만이 가장 낮고(2.88 ), 어  구매비용이 1만원 

이상이 가장 높은(4.25 ) 요구도를 보 다. 약 정보 제

공도 수 차이는 났으나 동일한 경향이었다(2.63 , 

3.80 ). 디지털달력은 어  구매비용이 3천원 미만인 

경우 가장 낮고(3.57 ) 다운어 수가 20개 이상인 경

우가 가장 높았다(4.40 ). 안 센서의 경우 스마트사용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가장 높았으며(4.35 ), 무

선인터넷사용시간이 1~2시간인 경우가 가장 낮았다

(3.13 ). 로그램 알람과 노인의 건강기록은 무선인터

넷 평균사용시간이 1～2시간인 경우가 가장 낮고 다운 

어  수가 20개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동일하 다.  

표 9. 건강 지원 영역의 요구도II
(스마트 기기 특성별)

스마트기기 특성 n ① ② ③ ④ ⑤ ⑥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

6개월 미만 27 3.70 3.33 3.77 3.89 3.85 3.44
6~12개월 

미만 43 3.57 3.16 3.65 3.77 3.71 3.49
12~24개월 

미만 34 3.66 3.44 3.90 3.70 3.69 3.58
24개월 이상 23 3.67 3.36 3.86 4.35 4.09 3.91

무선인
터넷 
사용 
시간 
(일)

10분미만 23 3.65 3.22 3.91 3.91 3.70 3.52
10~30분

미만 41 3.63 3.41 3.63 4.18 3.95 3.61
30~1시간

미만 35 3.88 3.48 3.80 3.77 4.03 3.76
1~2시간미만 16 2.88 2.63 3.67 3.13 3.19 3.00
2시간 이상 12 4.09 3.55 4.09 4.17 3.75 3.83

다운 
애플 
수

5개 미만 55 3.63 3.27 3.75 3.82 3.78 3.45
5~10개 미만 40 3.47 3.18 3.69 3.79 3.61 3.44
10~20개 

미만 26 3.84 3.58 3.83 4.12 4.08 3.92
20개 이상 6 4.00 3.20 4.40 4.00 4.17 4.17

애플
구매비
용
(월)

1~3천원 
미만 81 3.50 3.13 3.57 3.88 3.78 3.45

3~5천원 
미만 30 4.03 3.63 4.29 3.87 3.90 3.73

5천원~1만원
미만 11 3.30 3.45 3.91 3.82 3.80 4.00

1만원 이상 5 4.25 3.80 3.75 4.20 3.50 3.80
평 균 127 3.64 3.31 3.78 3.88 3.80 3.58

 

 ① 시간맞춰 약먹기 ② 약정보 제공 ③ 디지털 달력
 ④ 안전센서 프로그램알람 ⑤ 프로그램 알람 ⑥ 노인의 건강기록

3.3 가족관계 지원 영역의 스마트 기기 요구도
가족 계 지원 역은 반 으로 요구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특히 20 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표 

10]. 즉 가족사진보기, 본인사진/동 상 앨범, 가족과 화

상통화 모두 20 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4.86 , 4.67

, 4.86 ), 낮았던 것은 가족사진 보기에서는 60  이

상, 소득 130 미만인 집단이(4.00 ), 자신의 사진/동

상 앨범에서는 60  이상이(3.70 ), 가족과 화상통화하

기에서는 30  연령 집단(3.73 )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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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가족관계 지원 영역의 요구도I
               (인구 사회적 특성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구분 n ① ② ③

성별 남 24 4.09 4.09 4.00
여 103 4.29 4.03 4.00

연령

20대 7 4.86 4.67 4.86
30대 13 4.25 4.00 3.73
40대 39 4.44 4.28 4.14
50대 57 4.08 3.88 3.83

60대 이상 11 4.00 3.70 4.09

학력
중졸 이하 14 4.15 3.92 4.23

고졸 59 4.16 4.00 3.91
대졸 45 4.41 4.14 4.05

대학원재 이상 8 4.13 4.00 4.00

월평균
소득
(만원)

130 미만 11 4.00 4.11 4.10
130~150 미만 46 4.14 4.00 3.95

150~180 미만 34 4.09 3.84 3.80
180 이상 26 4.58 4.33 4.17

평균 127 4.25 4.04 4.00

 ① 가족사진 보기 ② 본인사진 동영상 앨범 ③ 가족과 화상통화

표 11. 가족관계 지원 영역의 요구도II
    (스마트기기 특성에 따른)

스마트기기 특성 n ①  ② ③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6개월 미만 27 4.26 4.04 4.00
6~12개월 미만 43 3.98 3.70 3.80
12~24개월 미만 34 4.38 4.29 4.10

24개월 이상 23 4.57 4.33 4.26

무선
인터넷 
평균사용
 시간 (일)

10분미만 23 4.13 3.91 3.87
10~30분 미만 41 4.18 3.92 3.97
30~1시간 미만 35 4.33 4.23 4.10
1~2시간 미만 16 3.93 3.80 3.88
2시간 이상 12 4.83 4.50 4.30

다운 
어플 수

5개 미만 55 4.06 3.83 3.83
5~10개 미만 40 4.22 4.08 4.09
10~20개 미만 26 4.52 4.22 4.13

20개 이상 6 5.00 5.00 4.60

어플
구매비용

(월)

1~3천원 미만 81 4.27 4.05 3.95
3~5천원 미만 30 4.17 4.00 4.11

5천원~1만원 미만 11 4.20 4.00 4.10
1만원 이상 5 4.50 4.25 4.00

평균 127 4.25 4.04 4.00

① 가족사진 보기 ② 본인사진 동영상 앨범 ③ 가족과 화상통화

스마트기기 특성별로는 체 으로 다운 어  수가 

20개 이상인 경우의 요구도가 높았고 스마트 기기 사용 

기간이 6-2개월 미만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었다[표 

11]. 구체 으로는 가족사진보기는 20 가 가장 높고

(5.00 ), 무선인터넷 1~2시간 사용집단이 가장 낮고

(3.93 ), 본인 사진/동 상 앨범과 가족과 화상통화는 

공통 으로 다운 어  수가 많은 경우(5.00 , 4.60 )가 

높고 스마트기기 사용기간이 6~12개월 미만인 경우가 

낮았다(3.70 , 3.80 ).

3.4 여가 지원 영역의 스마트 기기 요구도
여가 지원 역의 경우 체 으로 20 에서 높은 요

구를 보 고 60  이상이 낮은 요구도를 보이는 경향이

었다[표 12]. 

표 12. 여가 지원 영역의 요구도I
(인구 사회적 특성에 따른)

인구
학적
특성

구분 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성별 남 24 3.62 3.32 3.26 2.63 2.79 2.83 3.55
여 103 4.16 3.20 3.20 3.13 3.42 3.00 3.54

연령

20대 7 5.00 4.29 3.83 3.57 4.29 3.71 3.54
30대 13 3.83 3.27 3.33 3.00 2.92 3.77 3.18
40대 39 4.24 3.57 3.30 3.10 3.46 2.95 3.59
50대 57 4.04 3.69 3.24 2.96 3.30 3.11 3.78
60대 
이상 11 3.18 3.18 2.27 2.82 2.55 2.09 3.00

학력

중졸 
이하 14 3.42 3.00 2.85 3.00 3.07 2.38 3.08
고졸 59 4.09 3.75 3.25 3.03 3.34 3.19 3.95
대졸 45 4.22 3.62 3.19 3.02 3.33 2.91 3.25
대재 
이상 8 4.00 3.43 3.43 2.88 3.13 2.75 2.86

월평
균
소득
(만원)

130미
만 11 4.00 3.30 2.91 2.55 3.27 3.09 4.50

130~
150 
미만

46 3.88 3.42 2.95 2.98 3.07 2.79 3.44

150~
180 
미만

34 4.00 3.71 3.26 3.06 3.38 3.06 3.33

180 
이상 26 4.44 3.84 3.46 3.15 3.54 3.00 3.22

평균 127 4.06 3.60 3.21 3.03 3.30 2.97 3.54

① 음악듣기 ② 영화, TV시청 ③ 책 읽어주기 ④ 가상공간에서의 춤추기 
⑤ 가상공간에서의 여행경험 ⑥ 가상공간에서의 동,식물 기르기 ⑦ 친구/지
인과의 채팅

구체 으로는 음악 듣기, 책읽어주기, 가상공간에서

의 여행체험은 공통 으로 20 가 가장 높게, 60 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음악듣기는 20 가 가장 높게(5.00

), 60  이상이 가장 낮았다(3.18 ). 화, TV 시청에

서는 20 가 가장 높게(4.29 ), 졸 이하가 가장 낮았

다(3.00 ). 가상공간에서의 춤추기는 월평균 소득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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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특성 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스마
트
기기 
사용
시간

6개월 미만 27 4.04 3.48 2.85 2.96 3.07 2.67 3.41
6~12개월 

미만 43 4.00 3.55 3.21 3.07 3.35 3.10 3.63
12~24개월 

미만 34 4.13 3.61 3.43 3.09 3.42 2.94 3.70
24개월 이상 23 4.10 3.85 3.35 2.96 3.30 3.14 3.28

무선
인터
넷 
사용
시간(
일)

10분 미만 23 3.96 3.39 3.26 3.22 3.35 2.95 3.57
10~30분 

미만 41 3.89 3.58 3.08 3.00 3.05 2.90 3.49
30~1시간 

미만 35 4.20 3.72 3.39 3.06 3.51 3.09 3.66
1~2시간 

미만 16 4.14 3.53 2.94 2.63 3.19 2.44 3.63
2시간 이상 12 4.36 3.90 3.50 3.25 3.58 3.58 3.20

다운 
애플 
수

5개미만 55 3.87 3.52 2.93 2.93 2.98 2.74 3.44
5~10개 
미만 40 3.94 3.57 3.19 3.10 3.41 3.15 3.72

10~20개 
미만 26 4.48 3.79 3.65 3.15 3.58 3.24 3.45

20개 이상 6 4.80 3.80 4.25 3.00 4.33 2.67 3.60

애플
구매
비용
(월)

1~3천원 
미만 81 3.96 3.45 3.11 2.95 3.15 2.76 3.24

3~5천원 
미만 30 4.14 3.78 3.34 3.13 3.50 3.31 4.11

5천원~1만
원미만 11 4.20 3.91 3.36 3.09 3.36 3.36 3.89

1만원 이상 5 5.00 4.50 3.60 3.60 4.00 3.40 4.25
평균 1274.06 3.60 3.21 3.03 3.30 2.97 3.54

미만이 가장 낮았고(2.55 ), 20 가 가장 높았다(3.57

). 가상공간에서의 동식물기르기는 30 에서 가장 높

았고(3.77 ) 60 에서 가장 낮았으며(2.09 ), 친구/지

인과의 채 은 소득 130미만인 집단이 가장 높았고

(4.50 ) 학원재학 이상이 가장 낮았다(2.86 ). 

[표 13]에서 살펴보면, 스마트 기기 특성별로는 음악

듣기의 경우 다운 어  수가 5개미만인 집단이 가장 낮

았고(3.87 ), 어 구매비용이 만원 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았다(5.00 ). 화/TV시청에 해서는 무선인터넷

사용시간이 10분 미만인 집단이 가장 낮았고(3.39 ), 

어  구매비용이 만원 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았다(4.50

). 책 읽어주기의 경우 스마트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 가장 낮았고(2.85 ), 다운 어  수가 20개 이상

인 경우가 가장 높았다(4.25 ). 가상공간에서의 춤추기

의 경우 무선인터넷사용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집단

이 가장 낮았고(2.63 ), 어  구매비용이 만원 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았다(3.60 ).

표 13. 여가 지원 영역의 요구도II
(스마트 기기 특성에 따른) 

 ① 음악듣기 ② 영화, TV시청 ③ 책 읽어주기 ④ 가상공간에서의 춤추기  

 ⑤ 가상공간에서의 여행경험 ⑥ 가상공간에서의 동,식물 기르기 ⑦ 친구/
지인과의 채팅

 가상공간에서의 여행경험의 경우 다운어 수가 5개

미만인 집단이 가장 낮았고(2.98 ), 20개 이상인 집단

이 가장 높았다(4.33 ). 가상공간에서의 동, 식물 기르

기의 경우 무선인터넷 평균사용시간이 1～2시간 미만

인 경우가 가장 낮았고(2.44 ), 무선인터넷 2시간 이상 

사용자가 가장 높았으며(3.71 ), 친구/지인과의 채 의 

경우 무선인터넷 평균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집단이 

가장 낮았고(3.20 ), 어 구매 비용이 만원 이상인 집

단이 가장 높았다(4.25 ).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스마트 기술 도입 가

능한 역을 악해보기 해 노인의 직간 인수발

을 하고 있는 인력을 상으로 조사된 127부를 분석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스마트 기술을 요양시설에 용할 경우 가장 

유용한 역으로 응답한 것은 가족 계 지원 역이었

고, 그 다음은 건강지원 역, 여가지원 역, 물리  환

경 응 지원 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데[34], 이들의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을 해 개발되길 바라는 기기를 

조사하 는데, 가장 많은 응답은 노인들의 회상

(reminiscence)을 도와  수 있는 기기 으며, 그 다음

으로 사회 참여, 즉 친구와 가족 등과의 새로운 계나 

지속 인 계를 도와  수 있는 기기를 꼽았다. 일반

으로 노인은 건강에 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수발인력들은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는 스마트 

기기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계  욕구를 우선 인 것으

로 보았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화상통화나 동 상 

활용 등은 재 개발되어있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도 쉽게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 비 이 높았

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건강지원에 한 역은 

통 으로 노인 상의 경우 우선 인 욕구를 보이는 

역으로[40],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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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2011)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노인 수발에 필

요할 것으로 본 12가지 기기  가장 도움이 되면서도 

시장에로의 진입장벽이 낮다고 본 것은 개인 건강기록 

추 , 수발 코디네이션 시스템, 약 투약 지원 시스템, 수

발자 훈련 시뮬 이션 등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35]. 

둘째, 구체 인 항목별로 요구도가 높은 것을 살펴보

면 물리  환경 응 지원 역에서는 시설직원 익히

기, 특정공간 방향찾기 으며, 건강지원 역에서는 안

센서, 로그램을 알리는 알람이, 가족 계 지원 역

에서는 가족사진보기, 자신의 사진/동 상 앨범 활용이, 

여가 지원 역에서는 음악듣기, 화/텔 비젼 시청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Sixsmith, Orpwood와 

Torrington(2010)의 연구에서는 치매 노인들을 한 뮤

직 이어 개발에 한 연구를 한 바가 있는데[38], 

이와 같이 에서 제안된 구체 인 기기가 상용화되기 

해서는 요양시설 노인들이 듣기에 합하고 활용 가

능항 방법으로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련해서

는 가족 계나 재 여가생활지원 역의 경우 재 개

발되어 있는 앱을 통해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앱들이 시설노인에게 어떻게 활용가능한지에 해서는 

추가 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 노

인의 특성을 감안한 인터페이스나 홈페이지 개발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6][27][41]. 

셋째, 인구·사회  특성에 따른 스마트기술에 한 

요구도는 역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체 으로 인구

사회  특성 에 가장 뚜렷한 경향은 20~30  은 종

사자들이 반 으로 요구도가 높았고 60 가 요구도

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재 노인들은 스마트 기술활

용률이 낮은 편으로 이러한 기술의 활용은 으로 

기 의 의지나 종사자의 활용가능성에 의지한다 볼 수 

있다. 앞으로 은 종사자들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스마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이다. 한 학력이나 소득이 낮은 경우도 요구도가 낮

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재 노인세 가 지속 으로 

학력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한 활용에 한 요구

도도 따라 높아질 것으로 상해볼 수 있다. 

넷째, 스마트기기 활용 정도에 따른 스마트기술에 

한 요구도 역시 역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체 으로 

다운 앱수가 많거나 구매 액수가 높다고 응답한 경우 

높은 경향이 있었다. NAC(2011)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기기에 한 조기수용자(early adopter)가 후기

수용자(late adopter)보다 12가지 기기(노인 수발에 필

요할 것으로 상되는)에 해 모든 문항에서 더 도움

이 많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35]. 같은 

조사에서 노인수발 부담이 간 이상인 집단이 낮은 집

단보다 필요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앞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이 더 보편화될 경우 요양보호사에는 

물론이고 시설노인들에게의 활용가능성 한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이와 련한 스마트 기기

의 활용 가능 앱 등이 개발될 경우 직간 인 어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업무가 경감될 가능성도 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아직까지 이와 련한 연구가 창기인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인의 스마트 기술 활용에 한 수요를 악하

기 해 조사된 것으로 조사도구에 한 검증과 더불어 

더욱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와 련한 어 이나 활용가능한 스마트 기술 등의 도

입을 통해 이들의 잠재 인 수요를 끌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를 들어, 물리  환경 응의 경우 상 으

로 높은 요구도는 아니었으나 노인들이 처음 시설을 입

소할 경우 이들이 요양시설이라는 물리  환경에 응

하는 것은 이들에게 필수 인 부분일 수 있다. 이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라기보다는 재 그와 련한 기기나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해 과소평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를 들어, Labelle 

and Mihailidis(2006)의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에게 손씻

는 동작을 화면을 통해 반복 으로 알려 으로 이들의 

행 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7]. 요양시설의 

입소노인의 상당수가 치매나 풍을 앓고 있는 노인이

므로 이들의 요양시설에의 응을 이러한 원리를 활용

한 반복 인 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응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련해서는 아직까지 선행연구나 시도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서는 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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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다는 심층 면 을 통한 질  연구를 통해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끌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재에는 시설 종사자 127명을 상으로 요구도

를 분석하여 샘 수가 충분하지 않아 결과의 경향성에 

해서만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도시지역과 농 지역, 

수도권 지역과 기타 지방, 시설규모( , , 소)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차후에서는 

이러한 이 보완되어 좀 더 지역  상을 확 하거

나 작은 수의 경우라도 심층 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 스마트 기

술이라고 할 때 재 입주시설 노인들이 사용하기는 상

당히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이 사용하게 되는 인터페

이스나 스마트 기술의 활용 가능성 등에 해 재 베

이비부머가 입주할 당시를 놓고 이들을 상으로 하는 

·장기 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한 시사하

는 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에 한 

제안은 인간의 삶을 도와주기 한 보조 인 존재로서

의 기기를 의미한다. 스마트 기기의 활용을 통해 직간

인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

사의 업무가 경감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업

무 부담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이들과의 면 인 

이 어들어 오히려 비인간화의 문제를 래하게 

된다면 이는 애 에 스마트 기기의 활용의 의도를 달성

할 수 없을 것이다. 스마트 기기가 인간을 체할 수도 

체해서도 안된다는 을 기본 제로 하고 이들의 삶

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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