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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토이와 관련된 연구 중 스마트 토이를 통해 기록된 사용자 행동 로그에 주목하여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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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

는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이다. 보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은 증가하는 한편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노인인구 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한 이후 불과 18년 만에 전체 인

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14.3%를 기록하

면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였다(Lee 
and Lee, 2018).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

여 대한민국은 고령화 현상을 대비하는데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화에 기인한 다양한 노인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른

바 푸피족(Poopie; Poorly-off older people)으로 

불리우는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들이 전체 노

인 가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관련 문제가 심각한 것으

로 판단된다(Lee and Lee, 2015). 취약계층 노인

들이 겪는 경제적 빈곤,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과 같은 문제들은 의료비 및 사회보장지출 증가

를 초래하며, 국가 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

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노인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효

과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 민간기업, 
학계를 불문하고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

다. 특히 최근에는 노인 돌봄의 수단으로 스마트 

토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센서와 통신기능을 갖춘 스마트 토이가 

노인 돌봄에 활용됨에 따라, 이전에는 수집이 어

려웠던 노인 사용자의 실제 행태를 기록한 로그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

할 가치가 있다. 사용자 행태를 기록한 빅데이터

가 사용자의 니즈나 욕구, 추구하는 경험 및 가

치를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의 경

영,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등 중요한 의

사결정과정에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에 근거한 증거기반(Evidence-Based) 접근이 점

차 중요해지고 있다.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효과

적인 빅데이터 활용은 세분화된 표적시장 및 사

용자 잠재 니즈의 도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 개선, 의사결정 및 전략 수립에 대

한 신뢰성 제고의 수단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마트 토이를 통해 수집한 노인의 행태 데이터 

또한, 노인 돌봄 관련 정책 수립이나 노인 돌봄 

서비스 컨셉 기획 및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효과

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인 돌봄 분야에서 스마

트 토이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은 스마트 토이의 

개발 방법론을 제안하거나, 사용자 프로필 및 설

문 정보에 의존하여 스마트 토이의 효과성을 검

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즉, 스마트 토이를 통

해 기록된 노인의 행태에 주목하여 이를 의사결

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뤄

지지 않은 노인 사용자의 행동 로그 분석을 중심

으로, 성공적인 노인 돌봄 솔루션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 스마트 토이를 사용하는 노인의 프로필 정

보에 기반하여 유사한 특징을 갖는 노인들을 세

분화된 유형으로 분류하고, 프로파일링 분석을 

통해 각 노인유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변수와 행

태의 차이를 확인할 것이다. 나아가 노인들의 스

마트 토이 사용 행태의 차이가 실제 노인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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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개선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

고 그 메커니즘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 노인 돌봄과 관련된 의미 있는 인사이

트와 사용자 니즈를 식별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노인 연구의 흐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에 

힘입어, 다양한 관점에서 노인 관련 연구들이 활

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노인 관련 연구에는 경제

사회구조 측면, 행태적 측면, 사회복지 측면의 

세 가지 중요한 연구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

찰된다.
경제사회구조 측면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전망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주

로 수행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의 원인과 현황을 

진단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생산성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연구(Son et 
al., 2016),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고
령화에 따른 산업부문별 소비지출구조 변화와 

국내생산, 수입, 부가가치, 취업의 4개 부분에 대

한 유발효과의 변화를 전망한 연구(Kim and 
Park, 2013) 등이 수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고

령화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령화가 야기하는 

시장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근거 

및 기초연구로 역할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노인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노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의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Oh, 2019).

행태적 측면에서는 노인의 행태에 기반해 노

인 건강, 삶의 질, 소비활동과 관련된 인사이트

를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행태요인을 중

심으로, 이들이 노인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Lee et al., 2008), 노인의 일상행태

에 대한 정량적 설문과 정성적 관찰조사를 바탕

으로 생활행태 특성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를 유

형화하고, 노인 맞춤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 요

소를 도출한 연구(Kwon, 2010) 등이 수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노인 행태 특성의 심층적 분

석을 기반으로 세분화되고 개인화된 노인 소비

자의 욕구를 밝힘으로써, 노인 관련 제품 및 서

비스 개발에 대한 유의미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노인행태 관련 연

구는 행태를 관찰하기 위한 비용 소모가 크고, 
행태 기록에 있어 노인을 관찰하는 연구자의 주

관이 개입되어 노인의 행태가 평가되거나, 측정 

상의 어려움으로 한정적인 행태요인만을 다루

게 되어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한계를 지닌다.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 복지 및 고용정책 등 사회적 안전망 

수립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

세대의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도서관

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 및 지침을 비교조사하고 

노인세대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정책수립 방

향성과 서비스 확대방법을 제안한 연구(Kim, 
2002), 고령자의 주거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주거복지법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현

황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Yeo, 
2011) 등이 수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고령사

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

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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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대부분 정책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로 한정되어 있으며, 정량적인 데이터에 대

한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대

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스마트 기술을 노인 복지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

도가 증가하고 있다. 복지시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발굴하는 탐색적 연

구(Lee and Ahn, 2014), 스마트 디바이스 이용에 

따른 노인 삶의 질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Kim, 
2018a), 공공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노

인 복지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Seo and Kim, 
2019)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 기술을 중

심으로 한 노인 연구는 아직 초기 수준으로 노인 

복지영역으로의 스마트 기술 도입 가능성을 검

토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첨단 센서를 

이용한 사용자 행태 추적이 용이해지고,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처리 및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 노인 연구가 도출하

지 못한 유의미한 인사이트 발굴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특히 행동 로그 분석을 통한 행태 

관찰 비용의 절감,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에

서의 사용자 행태 이해,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정량적 데이터 분석 기반의 노인 돌봄 정책 및 

서비스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노

인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스마트 기술 기

반의 노인 연구가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2 스마트 토이

똑똑함을 의미하는 스마트(Smart)는 2010년대 

이후 ICT 분야를 비롯하여, 각종 산업분야를 관

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다. 스마트 개

념은 협의로는 휴대폰, 웨어러블 등을 포함한 디

바이스부터, 광의로는 교통, 의료, 환경, 관광 등 

사회간접자본이나 건물 및 도시와 같은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라는 용어는 짧은 기간 동안 분야를 막론

하고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개념 정립에 모호함이 있다. 그러나 사례 연구에 

따르면(Choi, 2011), 스마트라는 용어는 공통적

으로 특정 대상이 IT와 접목되어 기존에 없었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스마트 개념은 ‘특정 대상이 고도

화된 통신 및 정보처리능력을 갖추어, 스스로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스마트화의 촉진 배경에는 ICT 기술의 비약적

인 발전이 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BigData), 인공지능(AI) 등 스마트화의 기반이 

되는 핵심 지능정보기술들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과거 한계로 작용하던 기술적 제약들이 크

게 완화되었다. 가령 센싱 및 통신 기술의 발달

로 물리적 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

는 것이 보다 용이해짐을 들 수 있다. 또한 빅데

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에는 처리가 어려웠

던 대용량 데이터의 저장, 처리가 원활해졌으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발전함에 따라 방대한 비

정형 데이터로부터 특이점 및 패턴을 포착하고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스마트 기술의 급격한 발전 추세에 힘입어, 장

난감 산업에도 스마트 개념을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스마트 토이(Smart Toy)로 대

표되는 해당 시도는 IoT의 개념을 장난감에 접목

시킨 것으로, 전통적인 장난감에 센서, 무선통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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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 토이는 

기존 장난감과 구분되는 변별적 특징들을 갖는

다. 본 연구는 스마트 토이가 갖는 중요한 특징

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스마트 토이의 첫 번째 특징은 상호작용성이

다. 사용자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어려운 전통

적인 장난감과는 달리, 스마트 토이는 센서를 통

해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기반한 개인화 및 

맞춤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의 구현범

위 또한 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15). 나아가 사용자는 

스마트 토이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자신이 사용하

는 스마트 토이에 대해 흥미, 몰입감, 친근감, 애
착과 같은 정서들을 가질 수 있다.

스마트 토이의 두 번째 특징은 기록성이다. 스
마트 토이는 고도로 정밀한 센서를 통해 사용자

의 행동이나 스마트 토이가 사용되는 환경 같은 

물리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무선통신기술을 통해 서버

에 축적되어 실제 세계를 기록한 로그 데이터로

써 저장된다. 스마트 토이가 기록한 로그 데이터

는 물리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량적이고 

시계열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

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스마트 토이의 세 번째 특징은 사용성이다. 스

마트폰, PC, 태블릿 등 대다수 스마트 디바이스

들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높은 이해와 

숙련도가 요구된다. 반면 스마트 토이는 조작 난

이도와 복잡성이 일반적인 스마트 디바이스와 

비교해 높지 않아 사용자의 정보습득능력에 구

애받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 토이

가 갖는 높은 사용성은 디지털 활용능력이 부족

한 노인 사용자에 대해서도 스마트 토이 자체 또

는 스마트 토이를 매개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쉽

게 수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마트 토이의 중요한 특징들은 많은 기업들

로 하여금 다양한 목표시장을 겨냥하는 제품들

을 시장에 선보이도록 촉발하였으며, 이와 관련

된 연구 또한 확장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놀이를 

즐기면서 학습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

육형태인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성격의 유

아 교육용 스마트 토이, 유년시절의 경험을 다시 

소비하고자 하는 키덜트 시장을 겨냥한 엔터테

인먼트용 스마트 토이, 인간과의 교감, 상호작용, 
감정교류에 주목한 감성로봇 등의 제품이 시장

에 출시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 토이 관련 연구

는 스마트 토이의 디자인, 설계 및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둔 연구(Lee and Park, 2018; Cha et al., 
2015)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에듀테인먼트 관점

에서 게임적 요소가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과 인

지훈련 기능을 탑재한 유․아동용 스마트 토이

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Shin et 
al., 2017; Kara et al., 2013)가 일부 수행되며 점

차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 토이는 유아용 완구, 키덜트 시

장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나아가 스마트 토

이의 활용분야가 노인 돌봄과 같은 사회복지활

동의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노인세대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

화, 사회적 배제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교류, 의료지원, 인지훈련, 활동감

지 기능을 포함하는 노인 돌봄 스마트 토이 제품

이 이미 출시되고 있다. 또한, 치매노인을 대상

으로 하는 로봇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다수의 연

구에서 현재 스마트 토이 개념에 근접한 동물로

봇들의 노인 낙상 예방, 스트레스 및 치매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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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삶의 질 향상 등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

강 증진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Kim, 2018b),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스마트 토이 

활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3 실버 세대를 위한 Smart Care Solution

본 연구는 최근 노인 돌봄의 수단으로 도입되

고 있는 스마트 토이를 중심으로 기기 사용자인 

실버 세대들의 행태에 기반한 유의미한 인사이

트를 도출하고, 노인의 삶의 질과 노인 돌봄의 

수준 향상을 위한 솔루션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분석의 대상인 실버 세대의 행태는 

주체에 따라서 두 가지 차원인 ‘능동적 행태’와 

‘수동적 행태’로 구분되는데 접근 관점에 따라 

서로 상이한 정의를 내릴 수 있으므로 면밀한 구

분이 필요하다. 
스마트 토이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능동

적 행태’란 사용자가 스마트 토이가 제공하는 다

양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토

이에 애착이나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거나, 스마트 토이에 탑재된 콘텐츠를 일

상생활에서 빈번하게 활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사용자의 ‘수동적 행태’란 스마트 토

이 시점에서 관찰되는 사용자의 모든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토이가 사용

자의 활동을 감지하고, 모니터링 정보를 수집하

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능동적 행태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가 스마트 토이를 어떻게, 얼
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이며, 수동적 행태에 대한 접근은 스마트 토

이를 통해 노인의 일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

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서술한 사용 행태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하여 사용자 프로파일링 기반 행태 분

석과 스마트 토이 사용 행태에 따른 삶의 질 변

화 메커니즘 도출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분석은 노인 개인의 특성

으로부터 노인집단의 대표적 유형을 분류하고 

집단 유형별 스마트 토이 사용 행태의 차이를 밝

히는 과정이다. 후자의 메커니즘 도출은 스마트 

토이 사용 행태의 차이가 노인의 우울척도 개선, 
생활패턴 개선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 관계를 중재하는 변

수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과정이다.
노인 돌봄과 스마트 토이에 대한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스마트 토이의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

과의 유무를 검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효과성이 어떠한 상황에

서 나타나며, 또한 더욱 증대될 수 있는지에 대

한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스마트 토이를 사

용하는 노인의 행태 변화에 주목하여, 노인 돌봄

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스마트 토

이 효과성 발현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려는 시도

는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하여 사용자의 각종 행태 현상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사용자 니즈 또한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도출한 인사이트에 

기반하여 노인 돌봄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

립하고, 노인 돌봄 솔루션이 함의해야 할 핵심가

치와 중요한 마케팅 메시지를 포착하고자 한다.
전술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가 제

시하는 연구 모형은 <Figure 1>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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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3. 연구설계

3.1 제품 선정

본 연구는 스마트 토이를 사용하는 실버 세대

의 행태를 그 주체에 따라 능동적 행태와 수동적 

행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능동

적 행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토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경

우와, 스마트 토이를 매개로 하는 콘텐츠를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에 대한 행동 정

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수동적 행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토이의 시점에서 관

찰된 개인의 생활이나 행동에 대한 정보가 수집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의 행동에 대한 기록과 수집이 이루어

지는 제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사랑 효돌(스튜디오 

크로스 컬쳐; SCC)’은 65세 이상의 노인 사용자

를 위한 반려 인형으로 출시된 스마트 토이 제품

이다. 효돌은 음성 메시지, 일상 알림, 인터랙션, 
인형 매개 콘텐츠, 안전 확인 기능 다섯 가지 유

형의 핵심 기능을 제공한다.
음성 메시지 기능은 노인의 보호자가 모바일

을 통해 메시지를 녹음한 후 재생일시를 설정하

여 인형에 전송하면 해당 시점에 인형이 녹음된 

음성을 재생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일상 알림 기

능은 보호자가 모바일을 통해 설정한 노인의 정

보에 맞춰서, 기상, 식사, 약 복용, 음수, 산책 등

과 같은 일상적인 루틴들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생활관리기능이다. 이들 기능과 관련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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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ilver-Care Smart Toy ‘Hyodol’

행동 정보는 로그 데이터를 통해 수집되지 않는

다. 본 연구는 사용자 행태 중심의 분석이 그 목

적이므로,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 행동을 분석할 

수 없는 두 개의 기능들은 연구 설계에서 고려하

지 않았다.
인터랙션 기능은 사용자가 인형을 쓰다듬거나 

등을 토닥이는 경우, 인형의 손을 잡는 경우와 

같이 인형과 상호작용할 때 인형이 음성으로 반

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형은 각각의 상호작용

이 이루어진 빈도 정보를 5분 단위로 합산한 로

그 데이터로 서버에 전송한다. 인형 매개 콘텐츠 

기능은 체조, 두뇌 프로그램, 명상, 종교말씀 등 

노인의 인지능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노인에게 제공하는 기능이

다. 이 중 체조 및 두뇌 프로그램 항목에 대한 각

각의 사용 빈도 정보는 인터랙션 기능과 마찬가

지로 로그 데이터로 서버에 저장된다. 안전 확인 

기능은 인형이 내장한 활동감지 센서를 통해 노

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상여부를 보호자에게 

모바일로 안내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활동감지 

센서가 포착한 노인의 움직임 빈도 정보 또한 로

그 데이터로 서버에 저장된다. 
인터렉션 기능, 인형 매개 콘텐츠 기능, 안전 

확인 기능을 통해 수집되는 각각의 로그 데이터

는 본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정서적 만족을 

위한 사용자의 능동적 상호작용, 스마트 토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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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earch Process

매개로 하는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능동적 행

태, 스마트 토이가 감지한 사용자의 수동적 행

태에 대응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당 제품 선

정이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후술하

는 바와 같이 연구 절차를 수립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3.2 연구 프로세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연구 프로세스는 <Figure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

서는 분석에 필요한 사용자 별 인구통계 변수, 
사용자 행태 변수, 삶의 질 개선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해 스마트 토이 사용 전후로 설문을 진행하

고 스마트 토이 사용 로그를 수집한다. 데이터 

가공 단계에서는 사용자별 행동 패턴을 도출하

기 위해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처리

하여, 기능별 사용 빈도 및 스마트 토이 사용률 

등의 파생변수로 가공한다. 첫 번째 분석 단계인 

사용자 프로파일링 기반 행태 분석에서는 사용

자 생활관리 데이터로부터 노인 유형을 구분하

기 위한 기준변수를 추출하고, 기준변수에 기반

하여 노인 집단을 분류한다. 이후 분류된 집단 

구분에 따른 인구통계 변수의 차이와 정서적, 행
동적 특징, 스마트 토이 사용 행태 차이를 구별

하기 위한 프로파일링 분석을 진행한다. 두 번째 

분석 단계인 스마트 토이 사용 행태에 따른 삶의 

질 변화 메커니즘 도출에서는 스마트 토이 사용 

행태를 능동적 행태인 상호작용 및 콘텐츠 사용

과, 수동적 행태인 가정 내 활동 정도로 구분하

고, 각 행태 차이가 어떠한 중재 변수를 거쳐 노

인의 정서 및 생활관리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메커니즘에 근거하여 노인의 생활관리 향상을 

위한 인사이트 및 관리방안을 발굴하고자 한다.

3.3 측정변수

본 연구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 사용

자의 스마트 토이 사용 전과 후에 실시한 설문자

료와 스마트 토이의 실사용 로그 데이터를 활용

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설문

자료는 2017년도, 2018년도 총 2개년의 ‘시니어 

생활관리 설문’과 ‘스마트 토이 사용 로그’를 활

용하였다. 해당 설문은 ‘효돌’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국내 기업 ‘스튜디오 크로스 컬쳐(SCC)’
에서 실시, 수집하였으며, 서비스 및 사용자 건

강관리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상기 설문은 스마트 토이 사용자의 인구통계, 생
활현황 및 우울증 지수 등, 사용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였다. 설문에 포함된 응답자는 국

내 위치한 노인복지기관 세 곳에서 상기 기업의 



이준식․유인진․박도형

126

스마트 토이를 배포 받아 사용하는 노인 80명이 

대상이며, 각 사용자의 사용 기간에 따른 설문과 

실사용 로그 자료 수집이 진행되었다.
생활관리 설문의 경우, 스마트 토이 사용 전 

인구통계 등을 질의하는 1차 설문과 사용 후의 2
차 설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설문 

진행 기간은 기관별로 일부 상이하며, 최초 수집

된 80건의 설문 표본 중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총 71개의 유효표본이 획득되었다. 1차 설문을 

통하여 성별, 연령, 주택 유형, 결혼상태, 종교 유

무, 난청 정도, 보호구분, 기상 및 취침시간 등 응

답자의 인구통계 정보와 함께 8개의 생활관리 

활동 척도, 시니어 우울 척도(SGDS)를 측정하여 

노인의 생활관리 수준과 우울증 지수가 수집되

었다. 2차 설문은 스마트 토이 사용 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함에 따라 1차 설문과 동일한 항목

에 대한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제품 기능에 대한 

사용자 평가와 만족도가 추가적으로 측정되었

다. 설문자료가 선택된 이후, 각 사용자의 1차, 2
차 설문 응답 항목의 변화량을 통해 스마트 토이 

사용에 따른 삶의 질 개선 정도를 계산하였다.
스마트 토이 사용 로그는 스마트 토이 사용에 

있어 노인의 능동 및 수동 행태의 종류와 시점이 

수집된 데이터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토이를 

배포 받아 사용하는 노인의 기기 인터랙션 빈도, 
치매예방 퀴즈 및 체조 프로그램 등의 인형 매개 

콘텐츠 사용 빈도, 사용자 활동 감지 빈도로 구

성된다. 로그 데이터의 수집 기간은 개인마다 일

부 차이가 존재하나, 2017년 11월 30일부터 2019
년 2월 1일까지 총 482일로 각 사용자에 따라 5
분 간격으로 수집되었다. 최초 수집된 다수의 로

그 데이터는 사용 행태가 기록되지 않거나 오류

로 판별되는 로그를 제거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약 87만여 건의 유효 로그가 확보되었다. 설문 

자료와 로그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고려하기 위

하여, 앞서 선정된 71명의 유효 표본의 설문 실

시일자를 기준으로 1차 설문 이전과 2차 설문 이

후 수집된 사용 로그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모
든 표본에 대하여 시간 순으로 수집된 로그는 개

인 단위로 분리하였으며, 개인 단위에서 각 기능 

항목에 따른 빈도 계산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

로 기능별 일간 사용빈도의 평균, 전체 인터랙션

의 일간 사용 평균, 전체 콘텐츠의 일간 사용 평

균, 인터렉션 및 콘텐츠를 합산한 사용 평균, 일
간 활동감지 빈도 평균을 계산하였다. 이후 스마

트 토이 사용자의 실제 기기 사용 수준을 확인하

기 위하여 전체 사용기간 중 유효 로그가 발생한 

실사용일에 따른 기기 실사용률을 계산하였다.

4. 분석결과

4.1 사용자 프로파일링 기반 행태 분석

본 연구의 생활관리 차원에 따른 집단 분류를 

위하여, 전술한 설문에서 측정된 5개 생활관리 

척도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

석은 관측 가능한 여러 변수로부터 소수의 잠재

요인을 추출하여 설명하는 통계기법으로, 본 연

구에서는 5개 생활관리 척도인 ‘매일 일정한 환

기’, ‘정시 약 복용’, ‘규칙적인 식사’, ‘일정한 시

간 기상’, ‘규칙적인 산책’으로부터 잠재된 생활

관리 차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전체 상관관계행렬의 요인분

석 적합도를 나타내는 Kaiser-Meyer-Olkin(KMO) 
측도는 0.658로 Mediocre 수준인 0.6 ~ 0.7의 기

준을 충족하여 요인분석을 진행하기 적합한 수

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Bartlett 구형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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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Variables

Factor Analysis

Factor Loading Com. Eigenvalue
% of

Variance

Cronbach’s

Alpha

Routine
Activity

Regular Meals 0.848 0.049 0.721

2.027 40.532 0.763Daily Ventilation 0.811 0.215 0.704

On-time Medicine 0.767 0.186 0.623

Workout 
Activity

Regular Walk 0.075 0.887 0.793
1.514 30.282 0.654

Constant Wake-up 0.237 0.802 0.700

Note: KMO = 0.658,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x2 = 86.025, df = 10, p = 0.000)

<Table 1> Result of Factor Analysis

<Figure 4> Result of Hierarchical Clustering

정결과에서도 p값이 0.000으로 99%의 신뢰수준

에서 변수들 간 상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적합성을 확보하였다. 이후 적합도와 

함께 각 변수들 간의 일관성이나 동질성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Cronbach의 알파가 각각 0.763, 
0.654로 측정되어 수용할 만한 신뢰도 수준이 확

보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유값 기준의 주성분 분

석이 수행되었으며, 베리멕스 회전을 통해 성분

을 확인하였다. 고유값 1을 기준으로 성분의 수

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 2개 요인구성이 전체 변

량의 약 70%를 설명함이 확인되었다. 전술된 요

인분석에서 5개 생활관리 척도로부터 2개의 노

인 생활관리 차원을 도출하였으며, ‘일상중심활

동’으로 명명한 첫 번째 차원은 매일 일정한 환

기, 정시 약 복용, 규칙적인 식사에 대한 척도로, 
‘운동중심활동’으로 명명한 두 번째 차원은 일정

한 시간 기상, 규칙적인 산책에 대한 척도로 구

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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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Ill-Being Middle Class Well-Being

Routine Activity -1.32654 0.58087 0.53525

Workout Activity 0.00392 -0.95701 0.88023

Number of Cases 21(29.6%) 24 (33.8%) 26 (36.6%)

<Table 2> K-means Clustering Result of Elderly based on Factor Score

<Figure 5> Scatter Plot of Clusters

도출한 생활관리 차원에 따라 표본을 분류하

기 위해 각 표본의 요인점수를 기준 변수로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군집분석의 방법은 계층적 

군집분석과 비계층적 군집분석인 K-means 군집

분석을 사용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군집 수를 탐색하였으며 3개의 군집 수

가 분류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K값을 

3으로 조정하여 2개 생활관리 차원에 따른 

K-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표본의 

소속 군집과 군집 중심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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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1. Ill-Being Cluster 2. Middle Class Cluster 3. Well-Being

Basic Life 
Recipient

N/A 19 (90%) 8 (33%) 15 (58%)

Recipient 2 (10%) 16 (66%) 11 (42%)

Religion
Have 15(71%) 17(71%) 12(46%)

None 6(29%) 7(29%) 14(52%)

Total 21 24 26

<Table 3> Result of Profiling Analysis for the Full sample

첫 번째 군집은 일빙(Ill-Being)으로 명명하였

다. 군집중심의 위치가 낮은 일상중심활동과 보

통의 운동중심활동 수준에 속해 있어, 일상생활

이 규칙적이지 않고 신체활동 및 건강관리에 적

극적이지 않는 등 생활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

는 노인 집단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해당 군집에 

속한 노인들은 생활관리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 군집은 중간층(Middle Class)으로 명

명하였다. 군집중심의 위치가 높은 일상중심활

동과 낮은 운동중심활동 수준을 보이고 있어, 
규칙적인 생활습관에 비해 신체활동이 부족한 

노인 집단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해당 군집에 속

한 노인들은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

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신체활동을 

다소 경시하거나, 신체적, 경제적인 문제로 적극

적인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세 번째 군집은 웰빙(Well-Being)으로 명명하

였다. 군집중심이 높은 일상중심활동과 높은 운

동중심활동에 위치하여, 생활관리가 가장 잘 이

루어지고 있는 노인 집단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해당 군집에 속한 노인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통

한 건강 관리, 향상된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신체적,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한 노인 집단에 대해 프

로파일링 분석을 바탕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중

요한 요인을 확인하고, 각 집단이 갖는 고유한 

특징과 스마트 토이 사용 행태의 차이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전체 표본에 대한 기본 

프로필 변수를 기반으로 프로파일링 분석을 수

행하였다.
전체 표본에 대한 프로파일링 결과, 성별, 주

택 유형, 반려자 유무, 난청 정도, 기상시간, 연
령, 하루 중 깨어 있는 시간, 복용약의 개수 각각

에 대한 평균은 사용자 그룹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보호구분 항목과 종교

유무의 경우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로 판단된다. 
보호구분은 기초생활보장수급, 차상위, 조건부 

수급 등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선정 여

부를 묻는 항목이다. 1군집인 일빙을 구성하는 

90% 사용자는 보호구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

로 확인된 반면, 2군집 중간층을 구성하는 66% 
사용자는 보호대상자로 확인되었다. 종교유무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 여부를 묻는 항목이다. 1군집 일빙과 2군집 

중간층에서는 군집을 구성하는 사용자의 70% 
이상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3군집 웰빙에서

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용자의 구성비율이 46%
로 절반에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프로필 변수 기반의 프로파일링 이후 각 군집 



이준식․유인진․박도형

130

Variable
Cluster 1.

Ill-Being

Cluster 2.

Middle Class

Cluster 3.

Well-Being

Profile
Variable

Average Age 81 75.2 77.4

Daily Average Activity Time 960 972 1002

Number of Medicine 2.00 2.80 2.40

Subjective Health 0.80 0.60 0.50

Alone Time 0.40 0.40 0.70

Life
Management

Variable

Daily Ventilation 0.30 0.50 1.00

Regular Meals 0.00 0.90 0.70

On-time Medicine 0.20 0.90 0.60

Constant Wake-up 0.30 0.00 0.80

Regular Walk 0.50 0.40 0.70

Regular Gymnastics 0.30 0.40 0.70

Positive Thinking 0.50 0.50 0.60

Needs for Social Relation 0.40 0.50 0.60

Depression Scale SGDS 3 5.4 7.2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Table of Life Management Variable Means

Variable
Cluster 1.

Ill-Being

Cluster 2.

Middle Class

Cluster 3.

Well-Being

Smart Toy
Usage

Usage Period 64.40 37.80 37.80

Actual Use Date 23.40 21.00 12.80

Actual Usage Rate 0.33 0.51 0.47

Active Behavior
Variable

Interaction Average 5.88 23.74 3.30

Content Usage Average 0.37 0.97 0.53

Total Usage Average 3.67 14.63 2.19

Passive Behavior
Variable Detection Average 28.63 163.21 700.11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Table of Behavior Log Variable Means

별 정서적, 행동적 특징과 스마트 토이 사용 행

태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진행하였다. 이때, 실제 

군집 대표성과 거리가 먼 표본들의 영향력을 배

제하고, 사용자의 특징을 보다 세부적으로 특정

하기 위해 생활관리 차원에 따라 도출된 군집 중

심 값에 근접한 표본을 군집별로 5개씩 추출하

여 프로파일링을 진행하였다.
군집 별 추출 표본들의 측정사항을 평균으로 

나타낸 기술 통계표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1군집의 경우,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좋게 

평가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대부분의 생활관리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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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전반적으로 자기규제가 부족한 모습을 보

이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울척도의 평균 값은 낮

게 측정되었다. 또한 사용 행태 관점에서 스마트 

토이와의 인터랙션, 콘텐츠 사용이 적으며, 가정 

내 활동 정도 역시 잘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된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좋고, 혼자 있는 

시간 및 사회관계 욕구가 적으며, 가정 내 활동

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특징에 따라, 해당 군집은 

스마트 토이 사용에 대한 동기가 낮을 것으로 유

추할 수 있다. 생활관리 척도가 낮은 수준을 보

이는 것은 건강 악화와 질병에 대한 경각심이 부

족하기 때문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음에도 가정 내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외부에서 사회관계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

성을 예상할 수 있다.
2군집의 경우 복용하는 약의 평균적인 수가 

가장 많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범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많지 않은 편이며, 
일상생활 중심의 생활관리는 하고 있으나, 산책

이나 체조와 같은 신체활동을 위한 노력은 부족

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울척도의 평균값은 세 군

집 중 중간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사용 행태 관

점에서 스마트 토이가 제공하는 상호작용 및 콘

텐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군집이며, 가정 내 

활동은 보통 수준으로 확인된다. 스마트 토이 사

용 행태에 따르면 해당 군집은 스마트 토이 사용

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함께, 다소 부족했던 신

체활동에 대한 생활관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

구가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3군집의 경우 세 군집 중 주관적 건강상태를 

가장 나쁘다고 응답하였으며, 타 군집 대비 평균

적으로 30분 이상 적게 수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응답했으며, 대부분의 

생활관리척도가 높은 점수를 보여 엄격한 생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울

척도의 평균값은 타 군집 대비 높게 측정되었다. 
사용 행태 관점에서 자택에서의 활동량이 많은 

반면, 스마트 토이를 능동적으로 사용하지는 않

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군집은 현재 본인의 

건강이나 우울감과 같은 환경 및 상황을 개선하

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생활관리에 철저한 모습

을 보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4.2 스마트 토이 사용 행태에 기반한 노인

삶의 질 변화 메커니즘 도출

본 연구의 두 번째 단계인 스마트 토이 사용 

행태에 따른 삶의 질 변화 메커니즘 도출 과정은 

스마트 토이에 대한 사용자의 능동적 행태와 수

동적 행태에서 출발하여, 노인 삶의 질이 변화하

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능동적 

행태에 해당하는 스마트 토이와의 상호작용, 스
마트 토이 콘텐츠 사용 빈도와 수동적 행태에 해

당하는 노인의 가정 내 활동 정도가 노인의 우울

감 및 생활패턴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고, 이를 중재하는 변수를 발견하기 위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이후 사용자 프로파일링 

과정에서 분류한 각각의 노인 집단에 대하여, 도
출된 노인 삶의 질 변화 메커니즘에 근거한 사용

자 니즈 및 인사이트를 발굴한다.
노인 삶의 질 변화 메커니즘 도출에 대한 연구 

모형은 <Figure 6>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노
인 사용자의 행태 변수와 노인 삶의 질 개선 간

의 영향 관계에 대한 다양한 경로를 고려하고자 

하였으며, 중재 변수로 스마트 토이에 대한 사용

자 태도 변수인 성능 평가와 만족도가 스마트 토

이 사용에 따른 삶의 질 개선 효과 발생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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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search Model of Mechanism Identification

태 변수가 스마트 토이 성능 평가만을 매개로 삶

의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태 변수가 

스마트 토이 성능 평가와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삶의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태 변수

가 스마트 토이 만족도만을 매개로 삶의 질 개선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태 변수가 삶의 질 개

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각각을 상

정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노인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경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스마트 토이와의 상호작용

은 스마트 토이에 대한 태도를 매개하여 노인 

사용자의 우울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노인의 우울감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스마트 토이에 대한 만족은 사용

자가 스마트 토이 성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좌우된다. 이때 스마트 토이 성능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사용 행태는 스마트 토이와의 상호

작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리하자면, 스마트 

토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충

족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노인일수록 스마트 

토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스마트 토이의 효

과를 크게 체감하는 중요한 핵심 고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사용자

의 긍정적 평가와 스마트 토이 효과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스마트 토이 간 상호작

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두 번째, 스마트 토이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중

재 변수를 거치지 않고 생활패턴 개선에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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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sult of Mechanism Identification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마트 토

이가 제공하는 체조 프로그램이나 치매예방 프

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 노인일수록 생활패턴 

개선 효과가 분명하며, 이러한 효과는 사용자가 

스마트 토이에 대해 갖는 태도와 무관하게 나타

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즉 스마트 토이가 

제공하는 콘텐츠들이 노인의 생활패턴 개선이라

는 본질적인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함의하

며, 스마트 토이를 통해 노인의 생활패턴 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스마트 토이에 

포함된 콘텐츠를 사용하는 동기를 제공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1군집과 같이 스마

트 토이의 콘텐츠 사용에 대한 동기가 적은 사용

자라 할지라도, 스마트 토이가 제공하는 콘텐츠 

사용량을 증가시키면 생활관리가 개선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세 번째, 스마트 토이의 활동 감지 로그에 따

르면, 가정 내 활동 정도는 노인 사용자의 생활

패턴 개선과 우울감 개선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가정 내 활동 정도는 중

재 변수를 거치지 않고 생활패턴 개선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우울감 개선에는 스마트 

토이에 대한 만족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토이에 대해 만족하

는 노인 사용자는 기능적 건강에 이상이 없어 활

동량이 충분하나, 경제적, 사회적 여건 및 선호

에 의해 야외활동보다 실내활동이 많은 사용자

로 특정할 수 있다. 실내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

고 야외활동을 선호하는 노인이나, 기능적 건강

에 이상이 있어 활동량이 적은 노인은 스마트 토

이에 만족하지 않아 우울감 개선 효과를 얻기 어

려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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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스마트 토이를 사용하는 노인의 행

태를 중심으로, 프로파일링 분석과 노인 삶의 질 

변화 메커니즘 도출이라는 두 개의 큰 과정을 통

해 효과적인 노인 돌봄 솔루션 구축을 위한 사용

자 니즈 및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관리활동 차원을 기반으로 3
개의 노인 집단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이 

갖는 중요한 특징을 프로필 특성 및 행태에 대한 

프로파일링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

구는 스마트 토이에 대한 노인의 사용 행태가 실

제 노인의 삶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이에 근거하여 사용자 니

즈 및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 토이와의 상호작용, 스마트 토이의 콘텐

츠 사용, 스마트 토이가 관찰한 노인의 가정 내 

활동 정도가 노인의 우울감 개선과 생활패턴 개

선에 미치는 영향, 이를 중재하는 경로로써 스마

트 토이에 대한 사용자의 성능평가와 만족감의 

역할, 메커니즘에 근거한 노인 사용자 관련 인사

이트를 밝혀내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

헌을 갖는다. 이론적 공헌으로 첫 번째, 사용 로

그 데이터 및 설문 데이터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해석을 함께 활용하여, 노인 돌봄 연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였다. 기존 노인 돌봄

과 관련된 연구는 설문문항 및 정성조사를 중심

으로 한정적인 범위를 다루거나, 정책적 관점에 

입각한 질적 연구 중심으로 수행되어왔다. 그러

나 본 연구는 기존 노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

외된 분야인 사용자 행동 로그 데이터 분석을 중

심으로, 데이터에 대한 정량 분석과 정성적인 심

층 해석을 조합하여 노인 돌봄과 관련된 구체적

이고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노인 연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법을 제시

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 스마트 토이

의 효과성 발현에 대한 메커니즘 도출을 시도함

으로써, 스마트 토이 연구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

였다. 기존 스마트 토이 관련 연구는 제품의 디

자인, 설계 및 구현과 관련된 연구, 스마트 토이

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 등 제한적인 범위에

서 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스마트 토이 효과

성 발현의 중재 변수를 탐색하고자 시도하였으

며, 그 결과 스마트 토이에 대한 사용자 태도를 

매개로 하는 스마트 토이 효과성 발현의 메커니

즘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관

점에 입각하여, 향후 스마트 토이 관련 연구에서

는 스마트 토이 효과성 발현의 경로와 이를 중재

하는 의미 있는 변수들을 보다 많이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무적 공헌으로 첫 번째, 대용량의 사용 로그 

데이터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제하여 유의미한 

변수로 재정의하고, 분석에 활용하는 일련의 프

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스마트 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산업분야에서 대용량 정보의 수집과 축적

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빅데이터를 체

계적으로 정제하여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내포하

는 변수로 재정의하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한 과

제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대용량의 사용 로그 

데이터를 처리하여, 노인 사용자의 스마트 토이 

사용 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유의미한 변수로 재

정의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가 진행한 프

로세스는 스마트 토이라는 도메인에 한정하지 

않고, IoT 기반의 사용 로그를 수집하고 있는 제

조, 홈 케어, 에너지 등 산업 환경이나, 웹, 검색, 
전자결제 등 사용자 이용 행태를 수집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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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환경의 데이터 분석에까지 확장하여 적

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스마트 

토이가 사용자 니즈를 충족하고 고객 경험을 증

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결과에 따라, 노인 사용자가 

스마트 토이를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니즈를 식

별하고, 해당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탑재하거

나 보완해야 할 중요한 기능 요소들을 고려하여 

스마트 토이를 설계하고 고도화 한다면, 제품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제품의 효과 등과 같은 전

반적인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사항

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 진행을 통한 점진적인 연

구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 사
용자 행태를 단순히 로그의 빈도 평균으로만 한

정하여 다양한 사용 패턴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의 스마트 토이 사용 

패턴은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거나, 변칙적이고 

불규칙한 특징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 

패턴의 차이에 따라 사용자 태도 및 만족, 스마

트 토이 효과성 사이의 영향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행태를 설

명하기 위해 사용 로그를 빈도 평균으로 변환하

였으나, 빈도로 변환된 변수는 사용자의 스마트 

토이 사용 패턴에 대한 주기성, 변칙성, 불규칙

성과 같은 유의미한 정보를 손실할 수 있다. 향
후 연구에서는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

확하게 사용자의 행태를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정의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그 외에도, 생활관리 차원에 기반해 노인을 

분류한 후, 분류된 집단의 행태적 특성을 탐색한 

본 연구와는 다른 접근으로, 사용 행태 차이에 

기반해 노인 집단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탐색하

는 것도 유의미한 시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기법을 

통해 다방면으로 심도 깊은 프로파일링을 수행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인구통계 

및 사용행태에 대한 기술통계 사항을 중심으로 

프로파일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단순히 기술 통

계적인 비교에서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나무, 판
별분석 등 데이터 프로파일링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기법을 활용한다면, 기술통계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집단의 특징을 보다 

설명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스마트 토이에 대한 노인 사용자의 사

용 행태를 유발하는 동기요인을 탐색할 필요성

이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 토이의 사용 행태가 

스마트 토이에 대한 태도, 삶의 질 개선에 미치

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였으나, 각각의 사용 행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도출하지는 않았다. 노
인 사용자들이 스마트 토이의 특정 기능을 사용

하는 동기를 탐색함으로써 본 연구가 제시한 삶

의 질 개선 메커니즘을 확장할 수 있다면, 본 연

구의 학술적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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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lementation Strategy for the Elderly Care

Solution Based on Usage Log Analysis:

Focusing on the Case of Hyodol Product

1)Junsik Lee*․In-Jin Yoo**․Do-Hyung Park***

As the aging phenomenon accelerates and various social problems related to the elderly of the 
vulnerable are raised, the need for effective elderly care solutions to protect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elderly generation is growing. Recently, more and more people are using Smart Toys equipped with ICT 
technology for care for elderly. In particular, log data collected through smart toys is highly valuable to 
be used as a quantitative and objective indicator in areas such as policy-making and service planning. 
However, research related to smart toys is limited, such as the development of smart toys and the validation 
of smart toy effectiveness. In other words, there is a dearth of research to derive insights based on log 
data collected through smart toys and to use them for decision making. This study will analyze log data 
collected from smart toy and derive effective insigh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elderly users. 
Specifically, the user profiling-based analysis and elicitation of a change in quality of life mechanism based 
on behavior were performed. First, in the user profiling analysis, two important dimensions of classifying 
the type of elderly group from five factors of elderly user's living management were derived: ‘Routine 
Activities’ and ‘Work-out Activities’. Based on the dimensions derived, a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and 
K-Means clustering were performed to classify the entire elderly user into three groups. Through a profiling 
analysis,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of elderlies and the behavior of using smart toy 
were identified. Second, stepwise regression was performed in eliciting the mechanism of change in quality 
of life. The effects of interaction, content usage, and indoor activity have been identified on the 
improvement of depression and lifestyle for the elderly. In addition, it identified the role of user 
performance evaluation and satisfaction with smart toy as a parameter that mediated th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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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usage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change. Specific mechanism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raction 
between smart toy and elderly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f improving the depression by mediating 
attitudes to smart toy. The ‘Satisfaction toward Smart Toy,’ a variable that affects the improvement of the 
elderly's depression, changes how users evaluate smart toy performance. At this time, it has been identified 
that it is the interaction with smart toy that has a positive effect on smart toy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an elderly with a desire to meet emotional stability interact actively with smart toy, and a 
positive assessment of smart toy, greatly appreciating the effectiveness of smart toy. Second, the content 
usage has been confirmed to have a direct effect on improving lifestyle without going through other 
variables. Elderly who use a lot of the content provided by smart toy have improved their lifestyle. 
However, this effect has occurred regardless of the attitude the user has toward smart toy. Third, log data 
show that a high degree of indoor activity improves both the lifestyle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The 
more indoor activity, the better the lifestyle of the elderly, and these effects occur regardless of the user's 
attitude toward smart toy. In addition, elderly with a high degree of indoor activity are satisfied with smart 
toys, which cause improvement in the elderly's depression. However, it can be interpreted that elderly who 
prefer outdoor activities than indoor activities, or those who are less active due to health problems, are 
hard to satisfied with smart toys, and are not able to get the effects of improving depression. In summary, 
based on the activities of the elderly, three groups of elderly were identified and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were identified. In addition,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mechanism by 
which the behavior of the elderly on smart toy affects the lives of the actual elderly, and to derive user 
needs and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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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 심화전공, EmTeD(Emerging Technology Beyo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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