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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실버세대들도 노령화사회가 된 이 시점에서 현대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스마트폰 사용연령대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스마트폰 

보급에만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실버세대들이 스마트폰기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여러 실버 

산업의 발달에 스마트기기가 이용될 것이며, 이러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노년층들이 증가하므로 이러한 노년층들을 

공략한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실버 모빌리언, 키치실버에 걸맞는 계층을 구성하려 한다.

키워드: 실버모빌리언, 키치실버 ,실버세대

I. Needs and background of development

우리는 현 시대의 수많은 키워드 중 두 가지, ‘실버사회’ 그리고 

‘it발달로 인한 스마트폰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 KISDI SATA 

Report 15-06에 게재된 은퇴연령계층의 미디어 이용에 따르면 우리나

라의 70세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1년 59%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71.4%로 증가한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년층의 스마트폰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진다. 그 예로, 팀원의 

할머니께선 스마트폰으로 전화조차 받지 못하셨고, 기본적인 조작법

도 모르셨다고 한다. 문제는 스마트폰 조작법을 효과적으로 알려줄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설명서는 가독성이 떨어지며, 

흥미를 불러오지 못해 집중이 떨어진다. 때문에 노년층에게 스마트폰 

조작법을 알려줄 수단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서 실버세대는 현대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스마트폰 보급에만 신경 써야 할 것이 아니라, 실버세대들이 이러한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실버세대 스스로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꼈다. 우리의 튜토리얼 앱은 스마트폰 

제조사나, 스마트폰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보급하면 적지 

않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II. Service contents and Specification

1) 영상으로 학습 : 스마트폰의 기본 동작 및 사용방법을 시연하는 

영상을 넣음. 영상을 보면서, 슬라이드, 탭, 스크롤 등의 기본적인 

조작뿐 아니라, 주요애플리케이션 사용 방법 및 전체적인 스마트폰 

사용방법을 알려줌.

2) 퀴즈풀기 

영상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품. OX퀴즈 형식이며,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을 문제로 풀어봄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좀 

더 끌어올림.

Fig. 1. Quiz Tutorial

3) 연습하기 

영상과 연습모드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실제상황과 같은 화면을 

보여준다. 문제 형식이나, 강의를 듣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스마트폰을 

조작해보고, 그 기능을 실행해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습상황과 

실제 상황과의 괴리를 좁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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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actice Tutorial

4) 튜토리얼 완료 

위의 모든 튜토리얼 과정을 통과하였을 시, 즉, 영상학습, 연습모드, 

실전 시뮬레이션을 통과할시, 각 기능의 학습을 완료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학습한 기능을 확인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연습이 더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Fig. 3. Tutorial menu

4) User scenario

1.앱 다운로드

2. 계정 선택 및 목표 설정

3. 영상 학습

4. 퀴즈풀기

5. 연습하기를 통한 실전 시뮬레이션

6. 각 기능별 튜토리얼 과정에서 3~5 반복 

7. 튜토리얼 완료

5) 튜토리얼 메뉴 구성

-주요버튼 학습하기

-영상으로 학습

-연습하기

-퀴즈풀기

-전화와 메시지

-영상으로 학습

-연습하기

-퀴즈풀기

-데이터-WIFI

-영상으로 학습

-연습하기

-퀴즈풀기

III. The Proposed Scheme

실버세대들을 위한 스마트폰 학습 관련 강의를 여러 기관들에서 

개설하고 있고, 또한, 복지기관에서도 이러한 스마트기기 관련 강좌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튜토리얼 앱서비스 플랫폼은 이러한 

복지기관들이나, 지자체에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보급하면 꽤나 효과

적일 것이다. 또한 이 앱서비스의 컨텐츠를 바탕으로 한 튜토리얼 

웹서비스도 추후에 만들어, 다양하고, 보다 효과적인 튜토리얼 서비스

를 제공할 예정이다.

IV.Related Technology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개발하였으며, 네트워크 상태확

인 연습기능을 확인 할 때 에는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ACCESS_NETWORK_ST

ATE" />,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permission.

CHANGE_NETWORK_STATE" /> 등의 permission을얻어 기능

을 구현하였고, <uses-permission android:name="android.

permission.CALL_PHONE" />의 permission을 얻어 전화 연습화

면 구성을 구현 해 내기도 하였다.

V.Conclusion 

요즘 중장년층의 스마트기기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생겨난 말 두가

지가 있다고 하는데, 실버 모빌리언, 키치실버 라고 한다. 먼저 실버모

빌리언은 모바일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노년층을 뜻하며, 두번째로 키치실버는 옛것, 익숙한 것만을 

찾기보다 젊은이들과 문화를 공감하고 즐기는 노년층이 증가함으로써 

그들을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이러한 말들이 생겨난 것처럼 이러한 

점들을 이용해 여러 실버 산업의 발달에 스마트기기가 이용될 것이며, 

이러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노년층들이 증가하므로 이러

한 노년층들을 공략한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

는 꽤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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