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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자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
가 요구되고 있다. 고령자의 사회참여 기회와 욕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사회에 적합한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시설 확대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증가하는 고령자의 수요
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일상생활 능력과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해 독립적이고 자립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고령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자 
서비스는 고령자의 일반적인 특성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어 맞춤형 서비스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ICT 기반 서비스에 확장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확장 정보는 IoT 환경을 
이용하여 고령자의 정보와 환경 정보를 수집한다. 확장 정보로는 고령자의 이동, 행위, 신체 정보와 주거 환경 정보를 
이용한다. 고령자 확장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지원은 고령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사용자가 서비스 요청 시 적합한 서비스
를 지원한다. 제안 방법은 고령자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자립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주제어 : 고령자, IoT, ICT, 확장 정보, 서비스 지원

Abstract  With the entry into an aged society, interest and demand for the elderly are increasing. The 
rapid increase in the elderly is calling for change in various fields. As the opportunities and desires of 
the elderly to participate in society increase, research on services suitable for the elderly society is 
needed. Although the expansion of convenience facilities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are being 
made to solve problems arising from the elderly society, there are many shortcomings in the increasing 
demand of the elderly. In addition, due to aging, they have difficulty in living independently and 
independently due to the decline in their daily life ability and physical func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provide various services for the elderly. The service 
for the elderly is provided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so it has limitations in 
customized services. In this paper, present a service model using extended information in ICT-based 
services to complement these problems. Scalable information uses IoT environments to collect 
information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for the elderly. Service support using information on the 
expansion of the elderly shall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support appropriate 
services when users request services. The proposed method may support self-reliance servic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the elderly.
Key Words : Elderly, ICT, IoT, Scalable information, Service support 

*This paper was supported by Semyung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20.
*Corresponding Author : Sung-Ho Sim(shshim@semyung.ac.kr.ac.kr)
Received January 8, 2021
Accepted February 20, 2021

Revised   January 12,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2, pp. 239-244, 2021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1.19.2.239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2호240

1. 서론
최근 고령자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은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1]. 고령자
는 나이가 들면서 인지력 저하, 기억력 약화, 상황 판단 
지연 문제 등 고령화에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다. 경제적, 사회적 문제 줄이고 고령자 삶의 질을 고려한 
지능적인 기술 기반의 서비스가 필요하다[2]. 다양한 사
회 교육, 복지, 문화, 프로그램 증가로 고령자의 참여 기
회와 욕구가 증가하면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
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실제적인 측면의 
대응이 필요하다[3].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복지에서도 고령자의 주거 문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자립 능력 저하로 인해 경
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령자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시설입소,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4]. 이러한 서비스는 제공자 중
심의 서비스로 고령자 삶의 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5].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계층은 경제적인 능력뿐 아니라 
교육, 문화, 사회관계, 취미,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이며 
참여 욕구가 강하다. 따라서 고령자의 요구에 맞는 새로
운 서비스 제시가 필요하다. 즉 사용자 선호도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필요하다[6-7]. IT 
융합 기술은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서비스 모
델을 제공한다. 단순 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IT 기술을 적
용한 새로운 융합 서비스가 생성되고 있다[8-9]. 스마트 
기기 보급으로 고령계층도 교통 정보, 건강관리, 생활 서
비스 등 ICT 기술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고령
자의 서비스 접근성과 데이터 활용은 고령자 서비스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서비스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10]. 또한, IoT 기반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사
용자 및 환경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11-12]. 본 논문에서는 ICT 기술을 활용하
여 고령자 확장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지원 모델을 제안
하다. 제안 방법은 IoT 디바이스, 센서, CCTV,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사용자의 이동, 환경, 모니터링 정보 등 사용
자 및 환경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사용자가 서
비스 이용 시 확장 정보로 제공하여 사용자에 적합한 서
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 제안 시스템을 통해 고령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자립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2. 관련 연구
2.1 고령자 서비스 특성

고령자 서비스는 주거공간에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헬스케어 중심의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13]. 또
한, 고령 친화형 유비쿼터스 주거 환경과 스마트 홈에 관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 홈에 관련된 
연구는 일반적인 고령자 상황을 반영하여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고령자 특성 맞는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고령자를 고려한 환경이나 선호도
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 즉 제공자 중심의 서
비스가 지원되고 있어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모
델이 요구되고 있다. 고령자의 특성은 사회적, 신체적, 심
리적 유형으로 분석된다. 사회적 특성은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위치와 가정에서의 역할이 작아지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활동 감소와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가
지고 있다. 신체적 특성은 고령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인
지 기능, 상황 판단 능력 저하 등 일상생활에 대한 어려
움이 증가한다. 심리적 특성은 신체적 기능 변화로 인한 
정서불안, 의존성, 인지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가진다. 그
림 1은 고령자의 특성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14-15]. 

Fig. 1. Types of Elderly Properties

2.2 IoT 기반 고령자 서비스 
무선 통신 기술과 센서 및 액추에이터의 발전과 인터

넷, 태블릿, 스마트폰 보급의 증가는 IoT의 새로운 서비
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16].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
된 스마트 환경은 사용자가 어디에서나 단말기를 통해 
주거 환경이나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는 IoT 플랫폼을 
이용한다. IoT는 정보, 데이터, 리소스, 의사결정 및 피드
백을 지원하는 지능형 개체의 네트워크로 정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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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 IoT 기반 서비스는 E-health, 데이터 기반 학습, 
지능형 교통, 공공 보안, 스마트 주택, 산업 모니터링, 스
마트 팩토리 등과 같이 다른 산업과 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18]. 기존 주거 환경은 사용자나 거주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없다[19].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한 스마
트 홈은 유무선 통신 기술과 네트워크, 센서, 디바이스 장
치가 중요하다. 또한, 상호 연결된 장치 간의 상호운용성, 
정확도, 정보보안 같은 기술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20]. 그
림 2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다[21].

Fig. 2. Services of the Internet of Things

3. 고령자 확장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지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고령자 정보

와 사용자 환경 정보를 추가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기존 고령자 지원 서비스는 제공자 중심
으로 시설입소나, 돌봄을 통한 서비스 지원이 일반적이
다. 이러한 서비스는 고령자의 독립과 자립 지원에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 즉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환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
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고령자 정
보를 수집하여 확장 정보를 생성한다. 사용자의 정보와 
환경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확장 정
보로 제공한다. 제안 방법을 통해 고령자의 독립적인 생
활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3.1 확장 정보 기반 서비스 모델
확장 정보 기반 서비스 모델은 발생하는 사용자 data

를 수집하고 분석과 식별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가 적용
된다. data는 사용자의 행동이나 환경, 신체 정보를 ICT, 
IoT 기기를 통해 수집한다. 제안 서비스는 내부와 외부 

정보, 지원 서비스로 구분된다. 확장 정보는 일반적인 고
령자 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요청할 때 추가로 제공
한다. 확장 정보는 디바이스로 부터 받은 data에 고령자 
일반정보와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다. 정보 생성 
과정은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data를 이용하여 정보 생
성 시 필요 없는 작업이나 지연시간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단순 정보를 이용하여 받던 서비스 형태에서 확장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적절하고 의미 있는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3은 확장 정보 기반 서비스 모
델을 보여주고 있다.

Fig. 3. Scalable information Based Service model

3.2 확장 정보 생성 방안
고령자 확장 정보 생성 모듈의 주요 구성 요소는 고령

자 및 환경 data를 수집할 수 있는 IoT device 정보 수
집기, 고령자 data, 서비스 정보 학습기, 확정 정보 생성
기, 서비스 적용을 위한 정보 추출기, 정보 식별기, 서비
스 매칭기 등으로 구성된다. 고령자 확장 정보 생성 모듈
은 일반적인 고령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령자 데이터 
및 환경 정보를 수집한다. 서비스 정보를 학습하고, 사용
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확장 정보를 생성한다. 확장 정보
는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data를 이용한다. 사용
자 data를 통한 정보 확장은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 
사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고령
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증가에 따라 확장 정보를 사용
하여 맞춤형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생성된 확장 
정보는 사용자 요구 시에 추가로 제공되어 서비스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지원은 교육, 의료, 보안, 케어 
등 각 사용자에 맞춤형으로 제공 할 수 있다. 생성된 정
보는 정보 추출과 식별을 통해 확장 정보 서비스 매칭기
에 제공되고 서비스 매칭기는 사용자 요구에 맞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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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목록을 제공한다. 그림 3은 고령자 확장 정보 생성 모
듈을 보여주고 있다.

Fig. 4. Scalable information generation 
module

3.3 사용자 기반 정보 유형

Fig. 5. Information collection type

확장 정보는 일반적인 고령자의 data를 기반으로 고
령자 행동, 이동, 환경 정보 등을 이용한다. 고령자를 위
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data를 이용하여 제공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 방법은 고령자 서비스 선

호도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령자 확장 정보는 사
용자와 사용자 환경에 센서, ICT, IoT 기기들을 이용하
여 행동과 이동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Wearable을 이
용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다. CCTV, 초음파, 
적외선 센서 등을 이용하여 환경 및 사용자의 이동 정보
를 수집할 수 있다. 고령자의 확장 정보는 사용자 부착형
과 미부착형 IoT 장비를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다. 그림 
5는 IoT 장비를 이용한 정보 수집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4. 비교평가
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자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과 

관심이 예상된다. 고령사회의 진입은 경제·사회 및 문화
적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
에 고령자를 위한 교육, 사회프로그램 등이 확산하고 있
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수요에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고령자 확장 정보를 이용한다. 고령자 확장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지원은 일반적인 고령자 특성과 사용자 
정보, 환경 정보를 이용한다. 즉 기존 서비스 지원 방법에 
확장 정보를 제공하여 고령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 기존 고령자 서비스 제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IoT 환경구축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행
동, 이동, 공간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고령자 
data와 서비스 정보를 학습한다. 확장 정보 생성기는 고
령자 data와 학습 data를 기반으로 서비스 적용 확장 정
보를 생성한다. 제안 시스템은 기존 서비스 제공 방법에 
확장 정보를 추가 지원하여 협업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
원되는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는 독립적인 생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테이블 1은 기존 서비
스와 제안 방법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comparison Item Existing service 
method

Proposed
method

IoT
environment support support

User
information support support

Service
collaboration

partial
support support

Expand
information not supported support

Table 1. Comparison of Proposed Method and Exist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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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자 서비스에 관한 관심과 요구

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의 사회참여 기회와 욕구가 증
가하면서 고령사회에 적합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고
령자의 행동과 환경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복지 제도
와 제도 개선에 편중되어 고령자 중심의 서비스가 미흡
하다. 따라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중심의 서
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고령자 유형
과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즉 고령자 스스
로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자립화를 지원하는 서비
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고령자 
서비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령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을 제공하기 위해 고령자 확장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지
원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은 기존 고령자 서비스 
제공 방법을 확장하여 사용자가 서비스 선정 시 확장 정
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지원한다. 확장 정보는 사용자의 
이동, 행동, 환경 정보 등을 IoT 환경기반 디바이스를 통
해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추출, 식별, 학습을 통해 제
공되는 서비스 정보와 매칭을 통해 선정된다. 제안 방법
을 통해 고령자의 독립적 생활과 자립화를 지원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확장 정보와 
IoT 환경기반을 이용하여 취약계층에 서비스 지원이 가
능한 통합시스템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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