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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스마트폰 사용량, 사용유형이용도 및 심리사회적 특성이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장 희 주

지 도 교 수 정 민 자

스마트폰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유형이용도, 사용량, 심리

사회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대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의

기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2018년 8월-10월 사이에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3세-69세 이하의 표본 10,000가구(28,575명)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중 노인 200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한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 스마트폰 사용량,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 그리

고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jamovi 프로그램과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적 변인(성별, 도시규모)의 경우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일/학업/가사 목적으

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일/학업/가사 이외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증가하였다.

셋째,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정보검색 및 활용, 여가,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거

래, 금융, 생활관리)를 분석한 결과, 6가지 유형 모두 정적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이

중 정보검색 및 활용, 여가, 온라인 거래, 금융 변수가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심리사회적 특성(가족/사회와의 관계, 만족감)을 분석한 결과, 친구/지인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간

관계 만족감이 낮을수록, 건강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이 심화되었다.

다섯째,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가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마트폰 사용량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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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노인의 스마

트폰 과의존이 높아졌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알아보

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요인을 이해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결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용어 : 노인, 스마트폰 과의존, 사용량, 사용유형이용도, 심리사회적 특성



1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미디어의 노출이 필수불가결할 만큼 미디어의 홍수 속에

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의 발달은 전국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시

켰으며, 컴퓨터, 스마트TV,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까지 첨단

장비의 발달을 가속화시켰다(조윤미, 이형선, 2016).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퓨 리서치(Pew Research)가 세계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로 나

타났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스마트폰 사

용자는 95%를 차지해 조사 대상 국가들 가운데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았다. 이

는 선진국들의 중간 값인 76%보다 20%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또한 미디어 매체가 없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간 성장의 전 단계에서 다양한 매체의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발달

되면서 가족이나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가족과 놀이나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각자가 서로의 스마트기기나 대중매체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 TV시청, 사진촬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 및 대중매체를 활용한 놀이를 하고 있다(위양미,

2017).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을 연결하고 컴퓨터의 기능을 탑재하여 탄생

한 손 안의 컴퓨터로 우리의 일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스마트폰의 활용도

는 뛰어나다고 인정되었지만, 스마트폰 중독성과 의존성으로 인한 문제들이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강다혜, 2019).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인터넷 중독과 같은 문제행동을 나

타나게 되는데 불안, 우울, 공격성, 충동성, 외로움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전소영,

2013)와 함께 신체적,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하

게 됨은 현대 노인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또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과 초혼연령의 상승 등과 함께 의학 및 과학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그로 인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령화 지수(유

소년인구(0∼14세 인구) 100명 당 65세 이상 인구)는 2016년 98.4명으로 0~14세 인

구를 넘어서, 2019년 119.4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1) 통계청에서 실시한 연령

1) 통계청(2019). 주요 인구지표(성비,인구성장률,인구구조,부양비 등) / 전국.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cd=&list_id=&scrId=&seqNo=

&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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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 추계인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1990년에는 5.1%, 2000년에

는 7.2%, 2010년은 10.8%, 2019년은 14.9% 그리고 2060년에는 43.9%까지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하였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년층의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함께 노년층의 스마트폰 이용률의 증가에 관련한 문

제들과 이에 관련한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휴대성과 연결성을 특징으로 상호작용과 정보공유를 함에 있어서 최적

화된 매체(배성만, 고영삼, 2017)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층이 유아에서부터 노

인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2)고 나타났다. 노년층의 인

스턴트 메신저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60대의 인스턴트 메신

저 이용률은 2015년 72.3%에 달했다(한국 인터넷 진흥원, 2015). 노년층이 소셜 미

디어(social media)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경향 역시 확장 되었는데, 소셜 미디어

를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는 시간이 60세 이상이 전체 세대의 평균 (18.9%)보다 높

게 나타났다(한국언론재단, 2015).3) 또한,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2016)에 따르면 고령자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5-64세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이 2016년 기준 78.5%로 전체 응답자의 3/4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1.9%의 보급률을 보였던 2011년과 비교하

였을 때 약 41배 증가한 결과이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4) 위의 통계들을 통해,

60대 이상 노년층의 스마트폰 의존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연구들은 유·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

독과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한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 성인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다양한 통계 자료들은 노년층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스마

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6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이 2016년에

비해 1.3%p증가해, 유아동 다음으로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높이 상승했다는 것을 보

여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스마트폰 과의존은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된다.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여러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요인을 이해할 수 있으며, 과의

존 문제 대책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65914&bcIdx=18390&parentSeq=18390

3) 한국언론재단, 2015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http://www.kpf.or.kr/site/kpf/ex/board/View.do?cbIdx=249&bcIdx=7716

4) 정보통신연구원, 2016 한국미디어패널조사

http://www.kisdi.re.kr/kisdi/fp/kr/board/selectSingleBoard.do?cmd=selectSingleBoard&boardId=GPK_RND_DATA

&seq=32335&reStep=&c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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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성별 및 도시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2.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

연구 문제 3. 노인의 사용유형이용도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

연구 문제 4. 심리사회적 특성(가족/사회와의 관계, 만족감)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5. 사용유형이용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사용량의 매개효과

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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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스마트폰 과의존의 개념

스마트폰이란 일반 PC와 같이 고기능의 범용 운영체제(OS)를 탑재하여 다양한

모바일앱(Mobile App)을 자유롭게 설치하고 동작시킬 수 있는 고기능의 휴대폰을

의미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스마트폰은 기존 휴대폰의 주요 기능이었던 문

자메시지와 음성통화 기능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정보검색, 게임, 교육, 동영상, 음

악 감상, 모바일 오피스, 금융, 교통정보 등을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제약 없이 사용

할 수 있는 다기능 휴대폰이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해지

면서 인터넷 네트워크가 그대로 스마트폰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사용자들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소통을 무한대로 확대시킨다(박지선, 2012). 즉, 스마트폰은 ‘연결성’

을 가지고 있다. 이는 통신 기술 및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 정보, 인간, 사회 네트워

크를 확장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은 사회적 연결성과 정

보적 연결성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양선영, 2006). 스마트폰은 다양한 앱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편의나 취향에 따라 기능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확장성의

특징을 지닌다(공병호, 2010). 또한 스마트폰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우며 원하는

때에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휴대성과 즉시성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신속

하게 부가기능이 추가되거나 새로운 앱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어 이에 깊이 몰

입하게 하는 중독적인 특성을 지닌다(이창호 외, 2013).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

태조사에 의하면 2018년 기준 만 3세 이상 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보유하

고 있고, 스마트폰 이용자의 19.1%가 위험군, 이 중 2.7%가 과의존 위험 상태에 놓

여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동안 사용하게 되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

제들이 나타나게 된다.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장시간 쳐다보는 것은 눈의 피로와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며(박정숙, 최미정 외, 2014).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사용할 경

우 거북목증후군과 손목터널증후군, 상지통증, 팝콘브레인, 척추전만증이나 디스크

등의 신체적 문제(황경혜, 유양숙, 조옥희, 2012)가 발생될 위험이 높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정서행동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박용민, 2011; 한주리, 허경호, 2004)를 유발하고, 자기통

제력이 낮아져 정서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이인숙, 2014). 마지막으로 적응적인

대인관계의 형성과 사회성의 발달을 저해(최현석, 이현경, 하정철, 2012)하고, 삶의

질을 낮아지게 하여(한상연, 마은정, 최수건, 홍대순, 2011) 일상생활의 부적응을 야

기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초기에는 인터넷과 관련하여 중독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인터넷 중독은 지

금까지 정식 진단명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고(Block, 2008), 인터넷 중독을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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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상과 원인, 경과를 가진 질환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장근영, 2010), 이를 중

독으로 명명하는데 있어 한계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중독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고, 중독이라는 낙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학계

에서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과 관련한 문제를 지칭함에 있어 중독과 유사한 대체 용

어로 과몰입, 과다사용, 사용장애 등이 사용되어졌다(신성만, 라영안, 박명준 외,

2017).

최근 국내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용어가 정부기관의 공식 자료에 점차 사

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1년부터 진행해 오던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명

칭을 ‘2016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그 이유를

‘중독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거부감 해소 및 ICT 기술의 유용성을 활용하되 부작

용을 최소화하여 효과적인 관련 정책 추진하기 위해서(통계청 고시 제2016-102호)’

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16년까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

을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으나 2017년부터 변화된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학적인 중독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

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교육부는 2016년 게

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대책 발표 시 중독 대신 과

의존 용어를 사용하였다(고영삼, 신성만, 2017).

한국정보화진흥원(2018)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조절실패와 현저성, 문제적 결

과의 3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조절실패(self-control failure)는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 현저성 (salience)은 개

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

한 활동이 되는 것, 문제적 결과 (serious consequences)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

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60대 이상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그와 관련한 특성에 대해 살펴

보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용어 대신 스마트폰 과의존을

사용하고자 한다.

2. 노인의 개념

노인은 생리적, 신체적 기능이 퇴화되고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 기능 유지와 사회

적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WHO, 1998), Breen(1960)은 노화의 세 가지 영역을 동시에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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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인을 생물적 및 생리적 측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 측면에서 정신

기능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

어 가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국제노년학회(1951)에서는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과

정에서 나타나는 생물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상호작

용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고5), 장인협, 최성재(2010)는 생리적 및 신

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

적 역할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사전에서 노인이라 함은 ‘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은 사람’ 으로 정의한다. 기초노령

연금법 제3조와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는 65세 이상인 자, 국민연금법 제61조에서

는 60세 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노년기는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려워, 그 개념

을 정확히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노인에 대한 정의는 시대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

적, 경제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전통적, 일반적 개념

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포함해야하기 때문에 노인 개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따른 차이와 특성 역시 노인을 정의

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문화 통념 측면에서 보면 60

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환갑잔치는 만 60세에 노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행사로 지켜져 왔으며, 개인의 경우 퇴직을 기준으로 노인이 되었

음을 심리·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법 제 61조에 의한 ‘60세 이상의 노인인 자’를 준용

하여 노인 연령으로 보고자 한다.

3.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용 실태조사

스마트폰의 이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의 생활에 변화가 나타

나고 있다. 스마트폰이 사용되기 시작한 역사가 짧기 때문에,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

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이 많지 않은 편이다.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선행 연

구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동범(2012)은 노인층의 스마트폰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스마

트폰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스마트폰 미사용자와 기사용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세분화하여 측정하였을 때, 노인층의

스마트폰 수용에서 미사용자는 사회적 영향, 비용 수용성 요인에 영향을, 기사용자

는 사용 편리성과 주도적 성향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상은 성별에 따라 유의하게 다른 부분이 나타났다. 기사용자 경우 남자에게는 주

도적 성향, 여자에게는 사회적 영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5)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6).



7

요인은 기사용자의 경우 50대는 사용 편리성, 주도적 성향 요인, 60대 이상의 경우

사회적 영향, 인지적 사용성 요인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

요인은 미사용자의 경우 고졸 이하는 비용 수용성, 인지적 사용성 요인, 대졸 이상

은 주도적 성향 요인이 영향을 주었다. 노인층의 스마트폰 수용에 대한 예측 모델

을 만들며, 응용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강월석(2012)의 연구에서는 장·노년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배우자유무, 종

교유무, 직업유무, 연령, 건강상태, 학력, 월평균가구소득)과 스마트폰 이용 수 이용

도움정도, 이용성과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 건강이 좋을수록, 월평균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이용성과가 높고, 남

자보다 여자가,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학력별로는 고졸이하보다 대학

원졸이, 건강은 나쁜 편보다 건강이 좋은 편이,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수가 높을수록, 스마트

폰 이용도움정도가 클수록, 스마트폰 이용성과가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스마트폰 정보 활용의 두 변수 모두 삶의 만족도에 직

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용성과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성과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효과

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교(2009)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402명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정보화 수준이 노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로, 첫째, 노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단변량 분석 결과 사

회․경제적 특성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감소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만족도가 올라갔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만족도가 높았다. 정보화 관련 특성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할수록, 인터넷

을 이용하지 않을수록, 인터넷 이용능력이 있을수록, 정보화수준이 낮을수록, 정규

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노인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노인 생활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 결과, 정보화 수준에 따른 노인 생활

만족도만을 분석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정보화 관련 특성과 사회·경제

적 특성을 추가한 모형들에서는 정보화 수준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상관성은 없었

고, 교육수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수준이 낮을수록 노인 생활만족도

가 높았으며, 교육수준은 무학에 비해 대학교 졸업 이상이 노인 생활만족도가 높았

다.

김미영․강윤희․정덕유․이건정(2013)은 스마트폰 이용자로서 주목받지 못한 고

연령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 경험과 건강정보 활용 정도를 탐색하였다. 노인

들은 스마트폰의 사용 가치에서 정보탐색과 업무와 같은 기능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스마트폰이 정보기기를 넘어 노인들에게 새로운 문화현상을 창조해

내고 있음을 밝혔다. 덧붙여 노인들의 건강정보 활용을 돕기 위해 스마트폰 활용

및 인터넷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8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미디어와 함께 하는 노인의 삶에서 미디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은 개개인들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적극적․능동적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노년층에게 여가

활동은 시간을 채우거나 보내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도적 투자라기보다는 시

간을 배분하는 노력 정도로 보인다. 노년기의 여가는 생활 그 자체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노년층의 삶이 어떻게 방향지어 지는지를 결정한다(김영주․정

재민, 2006). 그런데 이러한 노년층의 여가 활동에 있어서 미디어는 그 중요성이 매

우 크다. 노년층의 여가는 상당 부분 미디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실

제로 노인의 미디어 이용에 한 연구나, 미디어 수용 연구는 노인이 미디어의 영향

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다(이강진, 이설희, 2018).

은퇴할 경우 친한 사람과 접촉하는 빈도가 줄어들며, 공식적인 사회활동 참여 정

도 역시 감소하게 된다(Slingerland et al., 2007; 이윤경, 2014). 특히, 사회적 관계망

의 양적인 측면(예: 사회접촉, 구성원 수)은 은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

는데, 대표적으로 은퇴 이후 사회관계망의 구성원 수가 감소하게 된다(박현춘 등,

2014). 스마트폰은 사회적 연결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사회적 자본(예: 정치적 참여, 신뢰, 네트워크 자원

등)을 다방면으로 강화시키는 효과를 야기하며(Park et al., 2013), 스마트폰이 사회

적 네트워크 및 사회활동에 대해 높은 접근 가능성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강월석, 김명

숙, 고재욱, 2013).

스마트폰 보유자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스마트폰 비보유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또한 55세 이상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월

석 외, 2013)에서 스마트폰 정보 활용(스마트폰 이용수준, 스마트폰 이용 도움 정도)

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용성과 (이용

후 변화)를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사용기간, SNS 사용기간)은 노인의

우울 및 고독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스마트폰 사용기간이 늘어날수

록 우울감과 고독감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고, SNS 사용기간에 따른 고독감 점수

가 유의미하게 낮았다(김여울 외, 2015).

김명용(2018)에 따르면 노년기 스마트폰 이용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같은 심리

안녕의 증진을 통하여 노년기 삶의 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노인의 우울 감소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인들의 사회활동의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배우자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고, 자녀관계 만족도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년기에는 은퇴, 건강 등의 이유로 대체로 사회적 역할과 사회관계

가 위축되거나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친구, 동료, 지인 등 사회관계를

위한 스마트폰 이용의 욕구와 필요성이 크므로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사회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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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리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김명용, 2018).

바른ICT연구소에서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뉴스(139%)의 사용시간은 오히려 타

연령층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시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비교적 까다로운 앱까지 사용시간 격차가 컸다(연세대학

교 바른ICT연구소, 2017). 이러한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화로 과학기술부와 관련 부

처들이 2019년 1월 25일 제4차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까지 고령층 예방교육을 전 광역지자체로 확대하였다. 또한 상담인력을 만 명에서

만 6천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는 고령층에서 고위험군의 비중이 2017년 16%를

넘는 등 노인세대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결과이다(sbscnbc, 2019).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노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노인들은 노안이나

손떨림, 관절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짧은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더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관절이 약한 노인들은 스마트폰을 오래 들고 들여다

보면 목이나 손목, 손가락 관절 등에 무리가 갈 수 있다. 또한 화면의 LED에서 나

오는 푸른빛이 뇌를 각성시켜 불면증과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과하게 몰입하면 직접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는 것을 피하고 고립되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메디칼업저버, 2017).

이상과 같이 삶의 다양한 영역과 스마트폰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고령화와 스마트폰의 보급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에 처해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과의존에 관련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4.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에 대한

고찰

이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할 때, 스마트폰 과의존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및

도시규모), 스마트폰 사용량,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분류하

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노인의 스마트

폰 과의존에 관련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므로,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과거의 연구에서 중요시 여긴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로 황하성, 손승혜, 최윤정(2011)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 현상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성의 중

독 현상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기, 황상재(2009)의 연구 또한 10대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중독 정도가 높다고 나타났다. 이수정(2014)은 초등학생의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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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 중독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성, 부모의 맞벌이 여부, 거주 지역 순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형지, 김정환, 정세훈(2012)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

의 성별이나 연령, 소득은 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에 따른 논의가 명확하게 결론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인의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집단에 따른 도시

규모(도시, 소도시, 읍면)를 교차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으나

(서보경, 2014) 노인 집단에서는 검증된 바가 거의 없어 도시규모에 따른 노인의 스

마트폰 과의존 또한 알아보고자 한다.

스마트폰 사용량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정기(2011)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경우 휴대폰 이용량이 많을수록 휴대폰 중독 정도가 높았으며, 또한 10대

집단의 휴대폰 중독은 휴대폰 이용기간이 긴 이용자일수록 높다는 연구결과(이정기,

황상재, 2009)도 존재했다. 사용량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다

른 연구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김효성, 서미아, 2014; 오현희, 2013). 스마트폰

사용량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는 스마트폰 과의존 연구에서 주목 받고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박성복, 황하성(2014)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어플리

케이션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오락이나 동영

상 감상 어플리케이션 이용도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여가 유형의 이용도가 증가할수록 스마트폰의 중독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수정(2014)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의 중독위험이 높은 집단

은 SNS를, 그렇지 않은 집단은 검색 기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 나

타났다. 이와 비슷한 결과의 연구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주 사용기능은 SNS 및 모

바일 메신저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마트폰의 사용 이유도 ‘사람들과의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김효성, 서미아, 2014).

청소년 집단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여가 유형, 정보검색 유형 등으로 분류하

여 다양하게 연구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유형에 따른 이용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 금융, 생활관리 유형을 포함시켰다.

심리사회적 특성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희선,

이경숙, 이선우, 윤홍옥(2016)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 위험 사

용자군일수록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정적 가정환경 및 방임에 더 많이 노출되었고,

우울과 절망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미숙, 구자경

(2012)의 연구에서는 가족기능과 휴대폰중독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휴대폰중독은 낮았다. 즉, 가족의 기능이 잘 수행될수록 휴대폰의 중독이

낮게 나타났다. 친구와의 관계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쳤는데, 김기태,

이현주, 문신일(2016)의 연구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지향적 요인과 관련

하여 본 연구 결과, 또래관계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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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에 더 쉽게 빠지기 쉬웠다.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가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가

족과 사회와의 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지 않다.

삶의 전반에 대한, 인간관계 등에 대한 만족감의 부족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에 중

요하게 다루어졌다. 신호경, 이민석, 김흥국(2011)의 연구에서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스마트폰 사용자의 외로움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사용 중독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성화 외, 2010)의 연구 또한 청소년의 경우 심리·사회적

으로 소외감을 느껴 우울감과 외로움이 클수록 휴대전화와 같은 매체를 과다 사용

하거나, 중독된다고 밝혔다. 고기숙, 이면재, 김영은(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대학

생의 관계와 소통을 위한 몸부림은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의 부적응을 보완·해소하

려는 참여자의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임과 동시에,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는 원

인이 된다고 보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승구, 김진욱(2019)의 연구에서 스트

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정

서·정신건강요인이 사회관계망 요인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외로움이나 우울감, 관계에 대한 부적응, 스트레스 등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는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량, 사용유형이용도, 심리사회적 특성 변수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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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성

여성

965

1039

48.2

51.8

도시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775

531

698

38.7

26.5

34.8

과의존

유형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사용자군

48

237

1719

2.4

11.8

85.8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스마트폰 과의존 유형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

태조사 보고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2018년 8월-10월 사이에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3세-69세 이하의 표본 10,000가구(28,575명)를 대상으로 실시되

었다. 적격대상자이지만 출장이나 타 지역 거주, 군 입대/유학중 등으로 1개월 이

상 장기 부재중인 가구원과 고령, 장애, 음주, 한국말을 할 수 없는 대상 등으로 조

사 불능인 가구원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표집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0.58%p

이다. 자료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구방문 면접이며, 본 연구에서는

60세에서 69세에 해당하는 200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6)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2004명의 남녀 비율은 남성이 965명(48.2%), 여성이

1039명(51.8%)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도시규모를 살펴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상은 775명(38.7%),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대상은 531명(26.5%), 읍/면지역에 거주

하는 대상은 698명(34..8%)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의 총점이 28점 이

상은 고위험군, 27~24점은 잠재적위험군, 23점 이하는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하였는

데, 대상자 중 고위험군은 48명(2.4%), 잠재적 위험군은 237명(11.8%), 일반사용자군

은 1719명(85.8%)으로 나타났다.

<표 1> 60대 이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

(N=2004)

6)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65914&bcIdx=20876&parentSeq=2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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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인구 통계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도시규모가 포함되었다. 성별은 남·여로 이분하여

남성은 1, 여성은 2를 부여하여 측정하였고, 도시규모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

역으로 구분되어 측정되었다.

2) 스마트폰 사용량

스마트폰 사용량은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스마트폰 사용 목적에 따라 차지하는 비

율이 측정되었다. 일, 학업, 가사 소요시간 중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5점 척도로 1시

간 미만은 1점, 4시간 이상은 5점으로 측정하였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100%라고 두고, 일, 학업, 가사 관련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과 이외의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3)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는 6가지 유형으로 분리되어 측정되었다. 각 유형의 이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7점 척도로 거의 이용하지 않으면 1점, 매우 자주 이용한다

면 7점을 부여하였다. 6가지 유형은 정보검색 및 활용, 여가,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거래, 금융, 생활관리로 나뉜다. 정보검색 및 활용은 뉴스 보기, 학업/업무용 검색,

상품/서비스 정보 검색, 교통 및 위치정보 검색, 기타 일반적인 웹서핑으로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여가는 게임, 성인용 콘텐츠, 영화·TV·동영상,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전자책(e-book)·웹툰·웹소설 등, 사행성 게임(스포츠 베팅, 온라인 도박

등)으로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커뮤니케이션은 이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 SNS(카카오스토리,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새로운 친구 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온라인 거래는 상품/서비스 구매

(예약·예매 포함), 상품/서비스 판매(중고거래 포함)으로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

다. 금융(인터넷 뱅킹, 주식 거래 등)과 생활 관리(가계부, 달력, 목표관리, 일기 등)

는 각각 1항목씩 구성되어 총 20개의 항목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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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정보검색 및 활용 1, 2, 3, 4, 5 5

여가 6, 7, 8, 9, 10, 11, 12 7

커뮤니케이션 13, 14, 15, 16 4

온라인 거래 17, 18 2

금융 19 1

생활관리 20 1

전체 20

4) 심리사회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은 가족/사회와의 관계와 만족감이 측정되었다. 가족/사회와의 관

계 유형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4점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가족들은 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

줄 친구나 지인들이 많은 편이다, 우리 사회는 개인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한다.’로 3가지 항목이 구성되었다. 만족감은 4점 척도로 매우 불만족한다가 1

점, 매우 만족한다가 4점으로 측정하였다. 하위 항목으로는 인간관계, 일/학업, 건강,

소비활동, 여가, 성취, 전반으로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표 3> 심리사회적 특성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가족/사회와의 관계 1, 2, 3 3

만족감 4, 5, 6, 7, 8, 9, 10 7

전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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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은 크론바흐 알파계수(Chonbach Alpha)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사회와의 관계와 만족감 문항이 신뢰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4> 사용유형이용도와 심리사회적 특성의 신뢰도 계수

변인 하위변인 신뢰도

심리사회적 특성

가족관계 0.767

친구/지인관계 0.797

사회관계 0.810

인간관계 만족감 0.795

일/학업 만족감 0.797

건강 만족감 0.805

소비활동 만족감 0.799

여가 만족감 0.806

성취 만족감 0.795

전반 만족감 0.791

5)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국형 인터넷 과의존 척도(K-척도)와 2011년 개발

된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S-척도)를 기반으로 2016년에 만들어진 스마트폰 과의존

통합척도이다.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는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측정하였다. 3가지 유형(조절실패와 현저성, 문제적 결과)으로 분

리되어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

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스마

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등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스

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높아지며, 60대의 경우 28점 이상은 고위험군, 27~24점은 잠

재적위험군이다. 고위험군은 현저성, 조절실패, 문제적 결과 특성을 모두 나타내는

집단을 말하며, 잠재적위험군은 현저성, 조절실패, 문제적 결과 중 1~2가지 특성을

보이는 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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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jamovi 프로그램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jamovi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첫째,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심리사회적 특성의 하위 변인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모으기 위해 요인분

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넷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각 독립변인들이 60대 이상 노인들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효과를 확

인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용유형이용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사용시간이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계분석과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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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성별 및 도시규모에 따른 노인 스마트폰 과의존의 차이 분석

성별 및 도시규모에 따른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표 5>는 성별 및 도시규모에 따른 노

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성별과 도시규모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성별과 도시

규모는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성별에 따른 스마트

폰 중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이수진, 문혁준, 2013)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이용자들의 중독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 연구들(황하성, 손승

혜, 최윤정, 2011; 이종하, 2016)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도시규모의 경우 또한, 이러

한 결과는 서보경(2014)의 연구를 지지한다.

<표 5> 성별 및 도시규모에 따른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차이 분석

독립변수 빈도 평균

성별

남성 1.69

여성 1.66

t값 1.68

도시규모

대도시 1.67

중소도시 1.70

읍/면지역 1.66

F값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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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폰 사용량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1) 스마트폰 사용량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상관관계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스마트폰 이용시간, 일/학업/가사 관련 목적

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 일/학업/가사 이외의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

는 시간을 분석한 표는 <표 6-1>과 같다.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이용시간(r=.205), 일/학업/가사 관련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시간(r=.120)과 정

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학업/가사 이외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시간(r=-.120)과 부적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과 일/학업/가사 관련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

는 시간이 많을수록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았다. 이와 반대로, 일/

학업/가사 이외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시간이 적을수록 60대 이상 노인의 스

마트폰 과의존이 높았다.

이는 주중 및 주말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

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한 조규영, 김윤희(201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

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횟수는 스마트폰의 습관적 사용과 관련이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새로운 정보 확인 등이 확인 행동을 강화시킬 가능

성이 있다는 연구도 있었다(A. Oulasvirta et al, 2012).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일/학업/가사 관련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의

습관적 사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스마트폰 과의존이 증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1> 스마트폰 사용량과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간 상관분석

노인과의존 이용시간
일/학업/가사

목적

일/학업/가사

이외목적

노인과의존 —

이용시간 0.205*** —

일/학업/가사

목적
0.120*** 0.242*** —

일/학업/가사

이외목적
-0.120*** -0.242*** -1.000***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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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회귀계수(β값)

스마트폰 사용량

이용시간 0.102(0.205***)

상수 1.500

F값 87.8***

R² 0.042

수정된 R² 0.0415

(2) 스마트폰 사용량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2>와 같다.

먼저, Durbin-watson을 확인한 결과 1.48로 2에 근접하여 회귀분석 모형에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정된 R제곱 값을 보면 0.0415로,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4.15% 설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ANOVA분석 결과 F값은 87.8, 유의확률은 유의확률 <.001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용시간의 B값은 0.102이고, 유의확률이 <.001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

표준화계수를 확인한 결과 이용시간(B=.102)이 양수로써 스마트폰의 이용시간이 증

가할수록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스마트폰 사용량은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의 이용시간이 증가할수록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

의존이 심화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을 4.15% 설명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게 나타난

연구들의 결과(하수연, 2016; 이종만, 2016; 송민호, 진범섭, 2014)를 뒷받침한다. 따

라서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의 필요성에 대

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6-2> 스마트폰 사용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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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1)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상관관계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스마트폰 사용 유형의 6가지 유형인 정보검색 및 활용, 여

가,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거래, 금융, 생활 관리를 분석한 표는 <표 7-1>과 같다.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정보검색 및

활용(r=.253), 여가 유형(r=.267), 커뮤니케이션 유형(r=.229), 온라인 거래 유형

(r=.251), 금융 유형(r=.202), 생활관리 유형(r=.161)과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정보검색 및 활용, 여가,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거래, 금융, 생활관리 유형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할수록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았다.

정보검색 및 활용 유형의 경우, 여가 유형(r=.483), 커뮤니케이션 유형(r=.705), 온

라인 거래 유형(r=.618), 금융 유형(r=.572), 생활관리 유형(r=.487)과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여가,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거래, 금융, 생활관리 유형에 스마트폰

을 많이 이용할수록 정보검색 및 활용 유형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였다.

여가 유형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유형(r=.520), 온라인 거래 유형(r=.418), 금융 유

형(r=.238), 생활관리 유형(r=.334)과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거래, 금융, 생활관리 유형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할수록 여가 유형에 스마

트폰을 많이 이용하였다.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경우, 온라인 거래 유형(r=.599), 금융 유형(r=.508), 생활관리

유형(r=.453)과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온라인 거래, 금융, 생활관리 유형

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할수록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였다.

온라인 거래 유형의 경우, 금융 유형(r=.645), 생활관리 유형(r=.473)과 정적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다. 즉, 금융, 생활관리 유형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할수록 온라인

거래 유형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 유형의 경우, 생활관리 유형(r=.457)과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다. 즉, 생활관리 유형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할수록 금융 유형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였다.

6가지 이용유형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할수록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았으

며, 각 유형은 서로 정적상관관계로 어느 한 유형의 이용도가 증가할수록 다른 한

유형의 이용도도 함께 증가하였다. 어느 한 유형의 이용도의 증가는 다른 유형의

이용도 또한 증가시키며, 그 결과 노인 과의존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

인 과의존 예방 교육 시 사용유형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이는 박두환, 백지숙(2014)의 연구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 유형(서비스통

합성, 정보획득, 기능성 및 이용편리성, 오락 및 여가, 과시 및 유행, 즉시성, 관계유

지) 7가지 하위요인이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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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과의존

정보검색

및 활용
여가

커뮤니

케이션

온라인

거래
금융

생활

관리

노인

과의존
—

정보검색

및 활용
0.253*** —

여가 0.267*** 0.483*** —

커뮤니

케이션
0.229*** 0.705*** 0.520*** —

온라인

거래
0.251*** 0.618*** 0.418*** 0.599*** —

금융 0.202*** 0.572*** 0.238*** 0.508*** 0.645*** —

생활

관리
0.161*** 0.487*** 0.334*** 0.453*** 0.473*** 0.457*** —

<표 7-1>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와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간 상관분석

*p<.05, **p<.01, ***p<.001

(2)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사용 유형의 6가지 유형인 정보검색 및 활용, 여가,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거

래, 금융, 생활 관리가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기 위해 실

시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2>와 같다.

먼저, Durbin-watson을 확인한 결과 1.50으로 2에 근접하여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유의확률은 <.001로 변수 중 한 가지 이상이 유효할 것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변수 간 상관관계가(R=0.31)로 확인되었고, 공차와

VIF는 각각 0.1 이상,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변수

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커뮤니케이션, 생활관리 변수를 제외한 정보 검색 및 활

용 변수(p<.001)와 여가(p<.001), 온라인 거래(p<.05), 금융 변수(p<.05)가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보 검

색 및 활용(베타=.106)과 여가(베타=.148), 온라인 거래(베타=.074), 금융(베타=.054)

이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가, 정보검색 및 활용,

온라인 거래, 금융 순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변수들이 노인의 스마트폰 과

의존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9.54%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보검색 및 활용, 여가, 온라인 거래, 금융 유형이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은 여가, 정보검색 및 활용, 온라인 거

래, 금융 순으로 분석되었다.

성인 인터넷중독 및 스마트폰 이용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정보형 이용은 일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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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회귀계수(β값)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

정보검색 및 활용 0.034(0.106***)

여가 0.072(0.148***)

커뮤니케이션 0.006(0.015)

온라인 거래 0.025(0.074*)

금융 0.012(0.054*)

생활관리 -0.002(-0.009)

상수 1.454

F값 36.2***

R² 0.098

수정된 R² 0.095

용자군에서, 오락형 이용은 고위험사용자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서보경, 2014).

오락형은 성인물 검색, 게임, MP3, 영화, 동영상, 사진다운로드, 아바타 꾸미기로 여

가(게임, 성인용 콘텐츠, 영화/TV/동영상,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전자책/웹툰/웹소

설, 사행성 게임) 유형과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와 같이 여가와 정보

검색 및 활용 유형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와 금융 유형

의 이용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노인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거래와 인터넷

뱅킹이나 주식 거래와 같은 금융 유형의 이용이 가능하다면 스마트폰 이용이 능숙

하거나, 오랜 시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력을 어느

정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7-2>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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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리사회적 특성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1) 가족/사회와의 관계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심리사회적 특성의 하위 변인 중 하나인 가족/

사회와의 관계를 분석한 표는 <표 8-1>과 같다.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친구/지인의 도움 정도(r=.063)와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가족의 지원 정

도(r=.027)와 사회의 기회 정도(r=.039)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친구나 지인들이 많다고 여길수록 60대 이상 노인

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았다. 또한, 가족들이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고 여기는 것, 우리 사회가 공정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한다고 여기는 것은 60대 이

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가족의 지원 정도의 경우, 친구/지인의 도움정도(r=.397), 사회의 기회 정도

(r=.250)와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친구나 지

인들이 많다고 여길수록, 우리 사회가 공정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한다고 여길수록

가족들이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여겼다.

친구/지인의 도움정도의 경우, 사회의 기회 정도(r=.328)와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우리 사회가 공정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한다고 여길수록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친구나 지인들이 많다고 여겼다.

<표 8-1> 가족/사회와의 관계와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간 상관분석

노인과의존 가족 친구/지인 사회

노인과의존 -

가족 0.027 -

친구/지인 0.063** 0.397*** -

사회 0.039 0.250*** 0.328***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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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회와의 관계의 3가지 항목인 가족, 친구/지인, 사회와의 관계가 60대 이상 노

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의 결

과는 <표 8-2>와 같다.

가족/사회와의 관계가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Durbin-watson을 확인한 결과 1.43으로 2에 근접하여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유의확률은 <.05로 변수 중 한 가지

이상이 유효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변수 간 상관관계가(R=.066)로

확인되었고, 공차와 VIF는 각각 0.1 이상,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가족과 사회 변수를 제외한 친구/지인

변수가 p<.05로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변수들이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0.3%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가족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를 제외한, 친구/지인과의 관계가 60대 이상 노

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

마트폰 중독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에 불만족하는 학생이 만족하는 학생에 비해 스마

트폰 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의사소통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

게 나타났다(강선자, 2014). 이 외에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

족의 기능이나 양육태도가 원활하거나 긍정적일수록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이충효, 2015)도 존재한다. 가족과의 관계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60대 이상 노인에게 가족과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의 가족의 범위는 부모님과 형제가 다수였다

면, 60대 이상의 노인은 자녀부터 형제 혹은 부모님까지 범위가 넓으며 독립된 가

족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 영향력이 낮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모로서 자

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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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회귀계수(β값)

가족/사회와의

관계

가족 -0.002(-0.002)

친구/지인 0.040(0.057*)

사회 0.013(0.020)

상수 1.534

F값 2.89*

R² 0.004

수정된 R² 0.003

<표 8-2> 가족/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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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족감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심리사회적 특성의 하위 변인 중 하나인 만족감

과의 관계를 분석한 표는 <표 8-3>과 같다. 만족감은 인간관계, 일/학업, 건강, 소비

활동, 여가, 성취, 전반에 대한 만족감으로 분석되었다.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인간관계(r=-.056)와 부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활동(r=.026)과 정적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다. 일/학업(r=.032), 건강(r=.061), 여가(r=-.030), 성취(r=.013), 전반

(r=-.014)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개인적 인간관계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았다. 반면에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만족할수록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았다. 일/학업, 건강, 여가, 성취,

전반에 대한 만족감은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인간관계 만족감의 경우, 일/학업(r=.341), 건강(r=.328), 소비활동(r=.333), 여가

(r=.258), 성취(r=.310), 전반(r=.385)과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일/학업, 건

강, 소비활동, 여가, 성취, 전반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감

이 높아졌다.

일/학업의 만족감의 경우, 건강(r=.325), 소비활동(r=.294), 여가(r=.308), 성취

(r=.336), 전반(r=.361)과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건강, 소비활동, 여가, 성

취, 전반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일/학업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졌다.

건강의 만족감의 경우, 소비활동(r=.265), 여가(r=.151), 성취(r=.293), 전반(r=.353)

과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소비활동, 여가, 성취, 전반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건강의 만족감이 높아졌다.

소비활동의 만족감의 경우, 여가(r=.354), 성취(r=.358), 전반(r=.402)과 정적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다. 즉, 여가, 성취, 전반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소비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졌다.

여가의 만족감의 경우, 성취(r=.338), 전반(r=.340)과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성취, 전반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여가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졌다.

성취의 만족감의 경우, 전반(r=.468)과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전반에 대

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성취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졌다.

만족감과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간 상관분석을 한 결과, 인간관계에

만족감이 낮을수록, 소비활동의 만족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만족감은 서로 정적상관관계로, 어느 한 만족감이 증가할수

록 다른 한 유형의 만족감도 함께 증가하였다. 인간관계 만족감과 스마트폰 과의존

은 최은숙(2016)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대인관계만족도가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난 결과와 같다. 즉, 대인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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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만족감과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간 상관분석

노인

과의존

인간

관계

일/

학업
건강

소비

활동
여가 성취 전반

노인

과의존
-

인간관계 -0.056* -

일/학업 0.032 0.341*** -

건강 0.061 0.328*** 0.325*** -

소비활동 0.026** 0.333*** 0.294*** 0.265*** -

여가 -0.030 0.258*** 0.308*** 0.151*** 0.354*** -

성취 0.013 0.310*** 0.336*** 0.293*** 0.358*** 0.338*** -

전반 -0.014 0.385*** 0.361*** 0.353*** 0.402*** 0.340*** 0.468*** -

*p<.05, **p<.01, ***p<.001

만족감이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은 <표 8-4>와 같다.

Durbin-watson을 확인한 결과 1.45로 2에 근접하여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적합하

다고 판단하였다. 유의확률은 <.001로 변수 중 한 가지 이상이 유효할 것이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변수 간 상관관계가(R=0.116)로 확인되었고, 공차와 VIF는

각각 0.1 이상,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변수의 유의

성을 확인한 결과 일/학업, 소비활동, 여가, 성취, 전반에 대한 만족감을 제외한 인

간관계(p<0.001), 건강(p<0.01)이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간관계(베타=-.086)와 건강(베타=.072)에 대한

만족감이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간관계, 건강에

대한 만족감 순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변수들이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

폰 과의존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0.9%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감과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감이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

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은 인간관계 만족감, 건강

만족감 순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이 신체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한현지, 2015)와 스마트폰 중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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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회귀계수(β값)

만족감

인간관계 -0.069(-0.086***)

일/학업 0.026(0.039)

건강 0.044(0.072**)

소비활동 0.029(0.040)

여가 -0.028(-0.043)

성취 0.014(0.019)

전반 -0.020(-0.026)

상수 1.709

F값 3.87***

R² 0.013

수정된 R² 0.009

수록 신체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많이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윤현서, 2017)와 맥락을

같이한다.

<표 8-4> 만족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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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M(사용량) Y(노인과의존)

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X(사용유형이용도) 0.214 0.005 0.000 0.269 0.010 0.000

M(사용량) - - - 0.125 0.011 0.000

상수 1.577 0.015 0.000 1.357 0.024 0.000

R²=0.046 R²=0.108

F=1377.976, p=0.000 F=24.769, p=0.000

5. 연구모형과 매개효과 모형검증

<표 9-1> 매개효과 검증

<표 9-2> 연구모형

X Y

M

c´=0.269***

a=0.214***
b=0.125***

사용유형

이용도

노인과의존

사용량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가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서 스마트폰 사용량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9-1>와 같다.

1단계 독립변인인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가 매개변인인 스마트폰 사용량에 미

치는 영향력(β=.214)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단계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가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력(β=.306)도 유의하였다.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스마트폰 사용량이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력(β=.125)이 유의하였고,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가 60대 이

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에서 사라지지는

않고 영향력이 줄어들기만 하여(β=.269),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가 60대 이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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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마트폰 사용량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

정을 실시하였다. Sobel 검정은 Z값의 절대치가 1.96이상으로 나타나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분석결과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와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경로에서 스마트폰 사용시간(z=5.576)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스마트폰 사용량을 투입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가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사용량이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와 함께 투입되면서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스마

트폰 사용유형이용도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하기 때문에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

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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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 스마트폰 사용량,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 그리고 심리

사회적 특성이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고자 하였으며, 사용유형이용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사용량의 매개효

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 진흥원의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실태조사는 2018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60대 이

상 2004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

성과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심리사회적 특성의 하위변인을 모으기 위

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이 실시되었다. 스마트폰 사용량, 스마트폰 사용유형이

용도 그리고 심리사회적 특성이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상대

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또한, 사용유형이용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사용시간이 갖는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과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와 이와 관련한 결론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규모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

존 또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희섭

외(20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중·장년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정보이

용행태를 분석하였을 때, 성별과 거주 지역은 모바일 정보이용행태에 차이를 보이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상관분석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일/학업/가

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 일/학업/가사 이외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

용하는 시간 모두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 있었다. 스마트폰 이

용시간과 일/학업/가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일/학업/가

사 이외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

폰 과의존이 증가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증

가할수록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화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소

년의 스마트폰 중독 판별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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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석진, 조성심, 2015). 대상은 다르지만 스마트폰

사용량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를 분석한 결과, 상관분석에서는 정보검색 및 활용, 여가,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거래, 금융, 생활관리 6가지 유형 모두 60대 이상 노인의 스

마트폰 과의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가지 유형 모두 정적상관관계

로 6가지 유형을 스마트폰을 통해 많이 이용할수록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

의존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서는 6가지 유형 중 정보검색 및 활

용, 여가, 온라인 거래, 금융 변수가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유형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할수록 스마트폰 과의

존이 심화되었다.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가, 정보

검색 및 활용, 온라인 거래, 금융 순으로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사회적 특성은 가족/사회와의 관계와 만족감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가족/사회와의 관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 친구/지인, 사회와의 관계 중

친구/지인과의 관계가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와줄 친구나 지인이 많다고 여길수록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화되었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친구나 지인들이 많은 대상이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60대 이상 노인

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과 친구 간의 관계가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현이, 이영선, 2019). 청소년과 다르게 노년층에서 가족의 영향이 제외되는

것은 첫째, 자녀의 독립과 형제와 부모의 사망 등으로 그에 따른 영향력이 감소하

였거나, 둘째,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했을 가능

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만족감을 분석한 결과, 상관분석에서는 만족감의 하위변인인 인간관계, 일/학업,

건강, 소비활동, 여가, 성취, 전반을 측정하였을 때, 인간관계와 소비활동의 만족감

이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감은 부적상관관계, 소비활동에 대한 만족감은 정적상관관계로, 인간관계

에 대한 만족감이 낮을수록, 소비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할수록 60대 이상 노인

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아졌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7가지 만족감 중 60대 이

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감과 건강

에 대한 만족감이다. 인간관계 즉,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전반적인 개

인적 인간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을수록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화된

다. 또한,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화되었다. 영향을 미치는 2가지 변수는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감, 건강에 대한 만

족감 순으로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인간관계의 변인이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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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의 만족감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화된다.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가 60대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서 스마트폰 사용량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유형이용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60대 이

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아졌다. 배성만(2018)은 사용유형과 스마트폰에 대

한 과도한 기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하

지만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요인으로 다수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요인

중 하나가 스마트폰 사용시간이며, 다수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중요한 예

측 변인으로 확인되어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통제한 후 사용유형을 연구하였다. 이

처럼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큰 영향력으로 인해 두 변수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를 증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의존을 연구한 것으로 의미가 있

다.

첫째,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스

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60대 이상 노인의 스

마트폰 과의존 요인을 이해할 수 있으며, 과의존 문제 대책마련의 기초 자료로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량이나 사용유형이용도 등의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로 현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가족이, 그리고

사회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다.

셋째, 스마트폰에 대한 이용률이 월등히 높은 한국을 선두로 해외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이용률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진다. 스마

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전국적 실태조사이다. 하지만 인

구통계학적 분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직업과 월평균 임금수준, 교육정도

등이 모두 조사되었지만,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분석하지 못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자료가 제공되어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태조사는 그 대상이 만 3세에서 69세까지 조사된 자

료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이라 불리는 연령대가 과거에 비해 상

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보화 진흥원의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가 제

공하는 노인의 연령대가 상승하여야 한다고 여겨진다. 조사 대상이 7-80대까지 증

가되어,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실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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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보화 시대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후에 노령 인구에 진입하게 되면, 스마트

폰 과의존 문제가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학교나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사업을 추

진하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연에 다가올 문제들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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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Smartphone Overall Usage, Usage by Use Type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the Elderly

Jang Heeju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Supervisor: Prof. Jung Minja

With increased smartphone usage, smartphone overdependence is increasing

not only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but also among the elderly. However,

research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conducted with the elderly is scar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smartphone usage pattern, smartphone

usage purpose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elderly people, and thereby provide basic data for taking

measures to solve smartphone overdependence.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2018 Survey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conducted by Korea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10,000 households including 28,575 sample of population between the ages

of 3 and 69 living in 17 cities across the country between August and October

2018. Out of the survey basic data,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2,004

samples aged 60 or older. In addition,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smartphone

dependence, analysis was conducted in categories such as demographic variables,

smartphone overall usage, smartphone usage by use type,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using jamovi program and

SPSS statistics program.

Analysis results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found between the demographic variables

(gender and urban size) in smartphone overdependence of elderly people.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smartphone overall usage, it was found that

smartphone overdependence of elderly people increases with more smartphone

usage time and smartphone usage for work, study, housework and less

smartphone usage time for purposes other than work, study and housework.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smartphone usage by use typ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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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and use, leisure, communication, online transactions, finance, life

management), all six types of use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one another.

Of the six types of use, it was also found that smartphone overdependence of

elderly people aged is influenced by types of use such as information search and

use, leisure, online transactions and finance.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ople aged (relationship with family/society, satisfaction for human relationship),

it was found that smartphone overdependence of elderly people intensifies when

their relationship with friends/acquaintances is more positive, their satisfaction

for human relationship is lower, and their satisfaction for health is higher.

Fif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of smartphone overall

usage in the effect of smartphone usage by use type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of elderly people, it was found that smartphone usage increases

with higher smartphone usage by use type and that increased smartphone usage

leads to increased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elderly people.

Thu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influencing

smartphone overdependence of elderly people.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deepen understanding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factors in

elderly people and be used in finding ways to solve the problem.

Keywords: Elderly people, smartphone overdependence, smartphone usage,

smartphone usage by use typ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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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항목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않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조절

실패

1)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2)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

렵다.

3)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

이 어렵다.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현저성

4)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

중하기 어렵다.

5)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다.

6)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

게 느낀다.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문제적

결과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8)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9)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10)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직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부록 1>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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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일/학업/가사 소요시간
일/학업/가사 소요시간 중

스마트폰 이용시간

약( )시간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2시간 미만

③ 2시간~3시간 미만

④ 3시간~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하루 평균

일/학업/가사 관련 목적 일/학업/가사 이외 목적 계

( )% ( )% 100%

<부록 2>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1. 스마트폰 사용량

귀하는 하루 평균 일, 학업, 가사에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일, 학업, 가사

등을 수행하면서 스마트폰을 얼마나 이용하고 계십니까?

※ 응답자에 따라 주로 할애하고 있는 분야를 기준으로 기재

(예 : 직장인-일, 학생-학업, 전업주부-가사)

※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앱), 음성통화, 영상통화, 문자메시지 등 스

마트폰을 통한 모든 콘텐츠 이용 시간을 기재

2-1. 일, 학업, 가사 등을 수행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100%라고 볼

때, 일, 학업, 가사 관련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과 이외의 목적으로 스마트

폰을 쓰는 시간은 각각 몇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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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도

전혀

이용

하지

않는

다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

매우

자주

이용한다

■ 정보검색 및 활용

(1) 뉴스보기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학업/업무용 검색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상품/서비스 정보 검색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교통 및 위치정보 검색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기타 일반적인 웹서핑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여가

(6) 게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성인용 콘텐츠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영화, TV, 동영상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음악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라디오 팟캐스트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전자책(e-book), 웹툰, 웹소설 등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사행성 게임(스포츠 베팅, 온라인 도

박 등)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커뮤니케이션

2. 스마트폰 이용유형에 따른 이용도

귀하가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하는 콘텐츠(서비스)를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이용하

는 콘텐츠에 대한 이용정도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자주 이용한다

(7점)’ 중에서 골라 주십시오.



45

(13) 이메일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SNS(카카오스토리,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새로운 친구 만남(어플리케이션)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온라인 거래

(17) 상품/서비스 구매(예약·예매 포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상품/서비스 판매(중고거래 포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금융

(19) 금융(인터넷 뱅킹, 주식 거래 등)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생활관리

(20) 생활관리(가계부, 달력, 목표관리, 일

기 등)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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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항목 응답

■ 가족/사회와의 관계

(1) 가족들은 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2)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친구나 지인들이 많은 편이다.

(3) 우리 사회는 개인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한다.

3. 심리사회적 특성

(1) 가족/사회와의 관계

귀하는 아래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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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만족한다

약간

불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항목 응답

(4) 인간관계
귀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전반적인

개인적 인간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5) 일/학업 현재 하시는 일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6) 건강 건강상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7) 소비활동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8) 여가 여가활동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9) 성취
지금까지 인생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성취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0) 전반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2) 만족감

귀하는 아래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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