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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토이(Smart Toy)란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과 같은 차세  정보통신기술이 목된 장난감을 

의미한다. 장난감의 고유 특성상 사용자의 만족감을 부여하는 목 만을 부로 하지만, 스마트 토이의 

기능들을 활용하여 사용자로부터 흥미도  이용 측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만

족감  발달 정보 등의 부가 효과들을 기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토이를 활용한 사

용자의 데이터 수집을 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서론

   스마트 토이(Smart Toy)란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과 같은 차세  정보통신 기술이 목된 장난감을 의미한

다.[1] 최근의 스마트 토이는 자율 인 사물간의 통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쉽게 러그인 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완구에 

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2]

   사물인터넷의 특성이 반  된 완구 간의 업을 한 

페어링 기술에 한 연구[2]에서는 스마트 완구들 간의 상

호 연결을 통해 각 완구들이 가지는 콘텐츠들을 상호 공

유할 수 있는 랫폼 기술을 제안하 다. 더 나아가 스마

트 완구의 역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확장하여 스마트 토

이의 용 범 를 넓히기 한 연구[3]에서는 스마트 토이

와 클라우드 환경 간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스마

트 토이의 응용 제작을 한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제공

하 다. 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사물인터넷의 특성들을 

기존 완구에 부여함으로써 완구의 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지만, 스마트 완구로부터 수집 된 데이터들

을 활용한 응용 제공을 한 목 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큐 (Cube) 모양으로 구성 된 스마

트 토이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사용자의 데이터들을 정의

하고, 정의 된 데이터들 간의 흐름  데이터 모델을 설계

하고 그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2. 사용자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모델 설계

   스마트 토이를 활용한 사용자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

석 모델의 설계를 해 완구의 상태들에 한 정의가 필

요하다. 이는 완구 상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종

류를 정의하여 수집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한다. 그림 1은 완구 상태 정의  데이터 분석 처리의 

개요를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1. 완구 상태 정의  데이터 분석 처리 개요

   그림 1의 왼쪽은 완구 상태 정의  데이터 분석을 

한 정의 된 데이터들의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은 

그 항목들에 한 내용이다. 그림 1의 오른쪽은 수집된 데

이터들을 분석하기 한 모델로서 완구와 사용자 간 상호 

작용 정도, 완구를 가지고 노는 사용자의 행동, 사용자의 

성별  연령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 모델을 설계하여, 

사용자의 발달 정도 등을 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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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상태

정의
데이터 분석 처리 정의

합상태

• 완구의 합 상태 정보를 취득

• 사용자의 완구 놀이 시간  완구 놀이 빈

도 처리를 한 데이터

• 사용하는 완구 패턴(종류) 정보 취득

조각색상
• 사용자가 사용하는 완구 조각의 색상 데이

터 취득

LED정보
• 완구의 상태 정보  피드백 정보의 양방향 

송 

패턴(종류)

• 사용하는 다양한 기능의 완구 조각에 한 

사용 여부 정보

• 사용자의 놀이  사용되는 다양한 완구 조

각의 패턴(종류) 정보 제공

구성모양

 • 사용자의 완구 놀이에서 만들어지는 결과

물의 구성 정보

• 평면  모양 는 입체  모양, 구체  형상

( 퍼런스 모양) 근 는 비형상 모양 등의 

정보 제공

표 1. 완구 상태  데이터 분석 처리 정의

   스마트 완구로부터 수집 된 데이터의 처리는 완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놀이 동작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하기 한 것으로, 개발 스마트 토이에 설치되는 터치 센

서, 압력 센서, 이미지 센서, 데시벨 측정기 등과 같은 각

종 센서 장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기 함이다. 스

마트 토이에 부착 된 센서 장치들은 사용자가 해당 완구

를 이용하는 동안 계속 으로 센싱 동작을 수행하며, 완구

와의 상호작용 정도와 사용자의 행동을 센싱, 수집하여 토

이 클라우드 서버에 송한다. 그림 2와 3은 스마트 토이

에 부착 된 센서들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완구의 특성정

보들을 가공하여 사용자의 상호작용 정보를 해 정의 된 

항목들을 보여 다.

그림 2, 스마트 토이를 활용한 수집 데이터 항목 정의 

   완구 특성 정보는 스마트 토이 조각 수(제공되는 기본 

cube 이외에 더 많은 cube를 사용하는 경우) (p1), cube 

패턴수(cube의 직각형태의 모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

의 cube를 사용하는 경우)(p2), 퍼즐 색상(다양한 cube 색

상을 사용하는 경우) (p3), cube 완성 모양(cube의 완성 

모양이 난이도가 있는 경우) (p4)등을 항목으로 구성하

다.

   완구 특성 수집데이터는 사용자가 완구를 이용하는 동

안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세부 항목을, 사용

자와 완구 간 상호작용 정도는 cube 놀이 시간 정도(p5), 

cube 놀이 빈도수(p6), cube 조각 당 실패 수(p7), cube에 

한 사용자의 호감도 (완구에 한 호감도는 부모가 시

스템에 입력하는 방식)(p8) 등의 세부 항목으로 수집데이

터 항목을 설정하 다. 

그림 3. 스마트 토이를 활용한 수집 데이터 분석 모델

   각 항목으로부터 된 데이터들은 토이 클라우드에 

속된 사용자들의 수집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특정 사용

자의 각 항목별 능력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마트 완구를 통한 사용자의 인지 능력 개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3 . 데이터 수집  인식기의  동작 정 의

   스마트 토이로부터 수집 된 데이터들의 인식은 우선 

완구로 부터의 입력신호(센서 신호, 완구 상태신호)를 분

류한다. 그 , 센서신호는 토이 클라우드의 서버에 장 

 사용자 웹페이지에 정보를 표시하며, 완구 상태신호는 

토이 클라우드의 수집데이터 분류  처리 루틴을 통해 

사용자 인지를 한 요소를 추출한다. 그림 4는 스마트 토

이의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한 스마트 토이의 데이터 분류 

로직 구조를 보여 다.

그림 4. 스마트 토이의 데이터 인식을 한 데이터 분류 

로직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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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의 왼쪽은 스마트 토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클라우드 환경의 구조를 보여 다. 그림 4의 오른쪽은 패

런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 수집 된 데이터들을 의미있

는 정보들로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한 시스템

이다.

   완구 상태신호의 처리 동작 시나리오에서 첫 번째로 

완구 조각의 합이 일어나는 시 에서는 완구 사용 시간

이 체크되며 일정 시간 동안 완구 합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놀이시간 종료로 설정하고 시간 체크 후 장한다. 

한 놀이 시간이 아이들링상태 이내에서 반복 으로 

속이 일어날 경우 빈도수로 설정  횟수를 체크하고 

장한다. 그림 5는 의 시나리오 순서를 보여 다.

그림 5. 완구 상태 신호의 처리 동작 시나리오 ( 합상태) 

   두 번째로 사용자가 완구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합한 완구 조각의 색상이나 패턴 정보를 송신하고 이들 

정보를 체크한다. 만약 반복 으로 신호가 발생할 경우, 

패턴과 색상 종류  횟수를 으로 장하고 페어런트 

모니터링 서비스를 한 자료로 활용한다. 그림 6은 의 

시나리오 순서를 보여 다.

그림 6. 완구 상태 신호의 처리 동작 시나리오 (이용상태)

세 번째로 완구의 구성 형태 혹은 모양(평면 , 입체 )을 

확인하는 시나리오로서 사용 인 조각의 개수, 완구 색상 

종류의 사용 정도, 사용 패턴의 다양성을 종합 으로 체크

하고 아동 놀이시간이 끝나는 시 이나 완구 조각이 정해

진 개수 이상 분리되는 시 에서 최종 으로 놀이 종료 

상태로 체크하여 장된 정보로 난이도 정도를 체크한다. 

그림 7은 의 시나리오 순서를 보여 다.

그림 7. 완구 상태 신호의 처리 동작 시나리오

(완구의 구성 형태  모양 상태 검) 

4 . 결론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완구에 용할 수 있는 

자율  정보 송과 맞춤형 패턴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토이 모듈 개발을 통해 자동 진화 엔진의 개발을 수행하

고, 개발 스마트 완구(스마트 블록, 큐 )로 부터의 수집 

데이터의 분석과 토이 클라우드에서의 동작처리 모델 설

계를 통해 사용자의 인지발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

용자 데이터 수집  인식 모델을 제안하 다. 제안 된 모

델이 용 된 스마트 토이들은 사용자의 만족감  발달 

정보 등의 부가 효과들을 기 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 된 데이터 처리 모델을 근거로 실

제 완구 모델의 설계  제작, 성능 검증을 수행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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