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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노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모바일 사회의 도래에 따라 생활 속 

스마트폰 리터러시는 문맹률과 비슷한 맥락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개개인의 스마트폰 활용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는 것은 정부 뿐만이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 연구는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탄생하는 디지털 시대에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 특성과 모바일 이용요소를 

파악해 한국사회의 현주소와 미래를 내다보며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리터러시에 따른 시니어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행태를 로그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실증적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첫째, 설문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한 뒤 디지털 레벨에 따라 

사용자를 유형화하였다. 둘째, 시니어 사용자의 스마트폰 앱 로그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스마트폰 활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약칭함)을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인터뷰를 통해 

사용 행태에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에 따라 

수행한 연구문제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은 시니어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행태를 살펴본 것으로, 

사용 시간, 빈도 등 기본적인 사용 추이와 카테고리별로 앱을 유형화 한 뒤 

그 사용 패턴을 파악했다. 시니어의 경우 소수의 앱만을 사용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연락수단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앱의 개수가 현저히 낮았고, 보유 앱 대비 하루 사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형화한 앱의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포함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을 장시간 사용하고 있었으며, 유틸리티 앱의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사용하는 패턴을 볼 수 있었다. 

<연구 문제2>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라 시니어의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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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행태 및 사용행태에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레벨에 따라 사용행태에 차이가 났으며,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을수록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앱을 사용하고,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을 짧게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레벨에 따라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과 앱 사용 패턴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을수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은 

사회적 관계 유지의 매개체와 일상생활 속 소통 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습득하는 방법과 앱의 활용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시니어를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회 통념적 

단편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았던 기존 연구와 달리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관점에서 시니어를 연구하였으며,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니어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행태를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로 인해 추후 디지털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시니어 연구를 할 때 이 

연구보다 더 나은 실증적 연구 전략을 세우는데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객관성을 확실히 

확보하기에는 데이터가 다소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노인사회에 

맞는 새로운 관점으로 모바일 사회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주요어 : 디지털 리터러시, 스마트폰 리터러시, 시니어, 로그데이터, 

스마트폰,  사용행태 

 

학  번 : 2014-2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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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1 절 연구 배경 

2050년이 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된다.1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Aged 

Society) 나아가 초고령화사회(Post-aged Society)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통계청 최근 조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2 에서, 2020년 15.7%로 고령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3 

여기에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50대 장년층까지 포함할 경우, 시니어 

계층이 전체인구의 36%로 증가하게되어 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의 

진입이 확실시된다. 4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시니어에 대한 

관심 및 이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  미국통계국(2015). 늙어가는 세계:2015(World Population Ageing:2015).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publications/pdf/ageing/WPA2015_Re

port.pdf에서 검색 
2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을 고령화 사회, 14%이상을 고령사회, 

20%이상을 후기고령사회라고 한다(통계청, 2015) 
3 통계청(2015). 2015 고령자 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에서 검색 
4  삼정 KPMG (2016) 소비패턴의 11가지 구조적 변화. 

https://www.kpmg.com/KR/ko/IssuesAndInsights/Articles.../SamjongInsight43.pdf에서검색 

 

[그림  1] 고령자(65세 이상 기준) 인구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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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경우 전체인구의 83.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사용수준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인터넷 서비스의 모바일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스마트폰 보급 및 이용의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5. 이러한 현상은 시니어 계층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조작이 

편리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사용 

문턱이 낮아졌으며, 디지털 기기 경험치의 증가로 숙련도가 향상됨에 따라 

시니어 계층의 활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수치에서 역시 이러한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2]에서 나타나듯 시니어계층에서도 예외없이 

스마트폰 보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시니어의 경우 

2015년 기준 3명 중 2명 꼴로 높은 스마트폰 사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74세 이하에서 역시 3명 중 1명 꼴로 보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디지털 디바이스가 확산되면서 특히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미디어 기기가 보급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50/60세대가 떠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모바일 사회의 도래에 따라 스마트폰 

리터러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생활 속 스마트폰 

리터러시가 문맹률과 비슷한 맥락으로 중요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개개인의 

                                                
5  KT경제경영연구소(2015) 2015 상반기 모바일 트렌드. 

http://www.digieco.co.kr/KTFront/index.action에서 검색 

[그림  2] 노년층의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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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는 것이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지금까지 노년층은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연령대라고만 인식되어 왔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고 그 

쓰임새 역시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골든 폰 등에서 보듯 

노년층을 주요 소비자로 한 스마트폰 기기의 기능은 주로 글자 등의 확대를 

통해 ‘잘보이게 하는 화면구성’에 중점을 둘 뿐 새로 개발된 다양한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젊은층 안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즉, 젊은이라고 해서 

반드시 시니어보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중층적, 복합적인 성향을 띄기 때문에 

반드시 연령과 상관있는 개념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특성은 

시니어층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젊은층과 마찬가지로 역시 시니어 계층을 

동일하게 보지 않고, 개개인의 디지털 능력에 따라 디지털 시니어와 

비디지털 시니어로 구분지으며 그들의 사회생활을 파악해 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6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탄생하는 디지털 시대에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 특성과 모바일 이용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현주소와 미래를 내다보는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  

제 2 절 연구 목적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니어 세대의 특성과 모바일 

이용요소를 파악해 모바일 사회의 도래로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부각된 

디지털 리터러시 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과 활용도가 시니어 층에서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들의 생활 속의 

스마트폰 리터러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모바일 사회의 모습을 

파악하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다.  

                                                
6 橋元, 良明(2015). 激変メディア環境連載	 シニアの情報行動と消費行動. 日経広告研究所
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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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모바일 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시니어층의 리터러시 

파악을 위해 실제 사용 데이터인 로그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량적으로 살펴보고, 기존에 이루어 졌던 정성적 연구와 

더불어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른 사용행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시니어와 스마트폰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시니어의 경우 

기술사용에 있어서 제한적이라고 보고, 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사용 행태를 살펴보기 위한 앱 사용현황에서 역시 

구조화된 설문지로 질문을 해서 데이터를 얻는 방식이거나 정성조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기존의 조사방법인 설문지 위주의 자기기입식 

조사는 시니어의 기억과 판단에 의존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게 되어 

실제 사용 행동과는 차이가 발생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문제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행동 자료인 로그 데이터의 활용은 사용행태의 세 한 

부분까지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로그데이터 조사에 정성적 방법을 보완하면 그 해석이 더욱 풍부해지고 

확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시니어 

사용자의 실제 사용 데이터를 개인의 스마트폰 리터러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앱 사용에 집중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디지터 

리터러시의 측정 및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라, 혹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시니어 사용자의 사용행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정성적 연구와 더불어 사용행태를 깊이있게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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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먼저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스마트폰 리터러시를 

측정하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및 측정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지금까지 시니어와 스마트폰 사용은 주로 어떻게 조사 되어왔는지, 나아가 

다각도로 진행되어 온 모바일 사용행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속 시니어 사용자의 스마트폰 리터러시를 

측정하여, 로그데이터를 통하여 이들의 스마트폰 사용행태는 어떠한지, 

디지털 리터러시의 레벨에 따른 차이 및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시니어 사용자를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존재로 

인식하며 사용성 향상에 관심을 두었다면, 이 연구는 시니어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및 개개인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라 나타나는 사용행태를 

자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 스마트폰 

리터러시 측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측정 방법에서 기존의 조사방법인 

자기응답식 조사는 시니어 사용자의 경우 회상 기억의 부정확 등으로 인해 

신뢰도 및 타당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데 주목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로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다방면으로 

로그 데이터를 통하여 모바일 사용을 살펴보았다. 

 

제 1 절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연구 

2.1.1.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리터러시(literacy)는 전통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읽기, 

쓰기, 발음, 듣기, 말하기 능력을 뜻한다. 리터러시는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는 개념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상응하며 최근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형태로 여겨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다. 크게는 교육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교육적 관점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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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쓰기 등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리터러시에 가깝고, 기술적 측면의 

경우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이용을 위한 기술적 능숙도에 따른 습득 및 

이해의 정도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Community & Commission, 2013).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은 길스터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디지털 

리터러시를 다양한 디지털 자료에서 나온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Gilster, 1997). 디지털 리터러시는 1990년대 여러 

학자에 의해 본질적인 하이퍼 텍스트(hypertext) 또는 멀티미디어 

형식(multimedia format)의 정보 항목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Bawden, 2001). 랜햄과 같은 학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정의를 했는데,  멀티미디어 리터러시를 제안했다(Lanham, 1995). 그러나, 

이러한 정의들은 제한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있어서 이 보다 조금 더 

폭넓게 적용이 가능한 길스터(Glister, 1997) 가 제시는 개념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에셋(Eshet, 2002)은 길스터와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 이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인터페이스에 내장된 메시지를 

판독하여, 이해하고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다(Eshet, 2002).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리터러시는 사회, 기술적 배경을 반영하는 사회 

구조적인 개념이다. 현재 기술 생태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모바일로의 전환이며, 그중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접근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범위가 모바일 기기를 넘어 스마트폰으로 확장되는지 여부가 주목된다(Tsai, 

Shelia, & Cotten, 2014). 실제 최근에는 단순한 기술 수용 능력을 넘어 문서 

편집과 재생산, 사진 및 시각적 기능의 이해 등 여러 측면에서 실제 

수행능력 및 이해도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범위 및 개념이 재정립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주목해 

보고자 하며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특정 디지털 기술에 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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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다방면의 디지털 활용능력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2. 시니어와 디지털 리터러시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이 증가하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범위가 모바일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사용자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동안 디지털 리터러시는 나이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지배적이었다(Smith, 2014). 

나이가 듦에 따라 시니어는 기억력 감퇴 및 신체적 한계를 겪고, 인터넷과 

같은 신기술 수용 및 접근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기억력과 자신감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에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Tsai et al., 2014). 그동안 시니어의 기술 수용 

및 접근의 어려움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라는 개념에서 자주 등장해 

온 바가 있다. 주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접근과 사용에서 젊은층과 

시니어층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됐으며, 컴퓨터와 인터넷 

접근의 측면에서 인터넷 활용 기술 및 방안을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시니어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 가족 및 지인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다(Lam & Lee, 2006). 

그러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젊은층 

안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젊은이라고 해서 

반드시 시니어보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중층적, 복합적 성향을 띄기 때문에 

반드시 나이와 상관있는 개념이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세부 능력 

요인들이 포함된다(안정임, 2013). 브로디(Broady, 2010) 역시 컴퓨터 상에서 

새로운 기능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태도에서 젊은층과 시니어층에는 차이가 

없으며,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시니어 역시 

컴퓨터 및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Broady, Chan, & Caputi, 2010). 즉, 미디어 사용 역시 개인의 

디지털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며 시니어 역시 구분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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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에 대한 통계자료를 통해 어렴풋이 

시니어의 현실적인 디지털 이용능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얻기 힘들다. 그동안, 스마트폰 사용과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해서는 주로 젊은 세대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진행됐다. 하지만, 에셋알카레이(Eshet-Alkalai, 2004, 2009, 2010)연구의 

경우 나이를 변수로 보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나이와 관련이 있는지 여러 

차례 연구했다. 그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다섯 가지 내지는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나이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2010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2004년과 2009년에 진행된 조사를 5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모든 조사는 태스크 중심 조사 

접근방법(task-oriented research approach) 7 을 통해 진행되었다. 각각의 

태스크는 다른 종류의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으로 구성되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여섯 가지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진-비주얼 리터러시 

능력(photo-visual literacy skill), 2) 재생산 리터러시 능력(Reproduction 

literacy skill), 3) 상황 판단 및 검색 리터러시 능력 (Branching literacy skill), 

4) 정보 리터러시 능력(Information literacy skill), 5) 사회정서적 리터러시 

능력(Socio-emotional literacy skill), 6) 실시간 사고능력(Real-time thinking 

skill)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사진-비주얼 리터러시의 경우 시각적 그래픽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능력을 뜻하며, 재생산 리터러시는 텍스트, 시각, 오디오 

등의 재배치를 통해 새로운 행위를 창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황 판단 

및 검색 리터러시는 하이퍼미디어 환경에서 사용자가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여 새로운 지식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정보 리터러시의 경우 

방대한 정보 속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주체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사회 정서적 리터러시는 사이버 공간에서 커뮤니티, 

채팅 방 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능력이며, 실시간 사고능력은 

                                                
7 태스크 중심 조사 접근방법(task-oriented research approach)은 참여자들에게 실생활의 이

용환경과 동일한 상황에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 방법으로 여러 언구들을 통

해 사용되고 있다(Wiggins, G., 1992, Wiggins, G., 199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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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이나 게임과 같이 즉각적 순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조사 결과, 먼저 나이에 따라 뛰어난 디지털 리터러시의 능력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젊은층의 경우, 사진-비주얼 리터러시와 상황 판단 

및 검색 리터러시가 시니어층의 경우 재생산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경험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리터러시(예:사진-비주얼 리터러시, 상황판단 및 검색 리터러시 등)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젊은층과 시니어 층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예: 재생산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등)은 태스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특히 

젊은층은 시간이 지나도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Eshet-

Alkalai, Amichai-hamburger, Eshet-alkali, Ph, & Amichai-hamburger, 2004; 

Eshet-alkalai, Chajut, & Open, 2010; Eshet-Alkalai & Chajut, 2009).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나이와 관련 있는 내용의 개념이라고 

하기보다 기술 사용에 대한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각각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라 필요로 하는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1.3. 디지털 리터러시의 측정방식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의 전통적인 방식은 대부분 설문지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1990년대에 컴퓨터 또는 웹 사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실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설문지 조사를 통해 컴퓨터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집중하여 조사가 진행돼 왔다(안정임, 2013; Hargittai, 2005). 설문지 

조사는 자기 응답식 방법으로 최소한의 경비와 노력으로 비교적 방대한 

표본 크기(sample size)를 모을 수 있으며, 그 규모에 따라 일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답하기 어려운 

문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지며, 실제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이 그 예시로서 해당한다.  

그러나, 하기타이(Harigittai, 2005)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를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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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통해 측정해보고자 하였으며, 인터넷 사용 능력에 대한 자기 생각을 

설문지 형태로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인터넷 사용에 관련된 개인의 

인식보다 사용 능력 또는 지식에 대한 측정을 강조하였으며, 사용자에게 

스스로가 생각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다방면으로 물으며 실제 사용능력 

측정에 영향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Hargittai, 2005).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시니어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시니어의 경우 설문지 조사에서 자기능력 평가 및 자신감 측정에 과장된 

답변과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왜냐하면, 노년층은 나이가 

듦에 따라 작업기억용량(working memory capacity)8이 감소하며, 일반적인 

답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Salthouse, 1994). 

설문지 조사보다 정확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파악할 수 있는 태스크식 접근방식 역시 시도됐다. 태스크식 접근 방식은 

설문지 조사보다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관찰 및 실제 상황을 

만들어 가장 유사하게 실제 사용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에셋알카레이(Eshet-Alkalai, 2004, 2009)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대의 생존 능력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다섯 가지의 

능력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태스크를 디자인 하였다(Eshet-Alkalai et al., 

2004), 태스크 중심 방식에서 역시 시니어에게 한계가 존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시니어는 상대적으로 대화 속도, 이해 속도, 행동 속도가 

느리므로 복잡한 태스크일수록 설명과 수행에서 나이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수행 태스크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태스크 중심 방식의 접근은 설문지 조사 방식보다 많은 

부담이 된다고 알려져 왔다.  

즉, 현존하는 방법으로는 시니어의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에 정확도, 

부담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년층의 신체적, 인지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8 작업기억용량(working memory capacity): 작업 기억 속에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정보의 양(Salthous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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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 2 절 시니어의 스마트폰 사용 관련연구  

2.2.1. 디지털시대의 시니어 

과거에는 노인을 단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생물학적 나이로 

단순하게 구분하였지만,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한 지금, 노인들은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더 젊게 인식하며 젊은이 못지않은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회, 경제, 건강, 

소비문화, 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과거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노인세대와 달리 이들 세대는 여유로운 경제적 능력과 적극적인 

문화/소비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뉴실버(New Silver)세대 9 , 

뉴시니어(New Senior) 10 ,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11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하며, 기존의 실버세대와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디지털 기기의 확산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50/60세대의 디지털 경험과 학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50/60세대 중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니어의 

비중은 80%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PC를 뛰어넘어 모바일을 

통해 디지털에 바로 접근하는 일종의 뛰어넘기(Leapfrogging) 12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들을 디지털 시니어라고 칭하며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 

시니어라는 개념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하시모토로 10년간의 조사를 걸쳐서 

디지털 시니어에 대한 개념 및 특징을 밝혔다. 디지털 시니어는 60세 

이상의 노년층 중 메일 사용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인터넷을 30분 이상 

                                                
9 뉴실버세대(new silver generation) 정년퇴직 후에도 소일거리로 여생을 보내지 않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령자 세대 (두산백과, 

www.doopedia.co.kr/). 
10 뉴시니어(new senior): 정년을 맞은 50대 베이비 붐 세대로 여유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적

극적인 소비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종전 시니어 세대와는 구별된다. (삼성 경제연구소, 2011). 
11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 은퇴 이후에도 소비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60대를 지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5). 
12 뛰어넘기(leapfrogging)현상:PC사용을 뛰어넘고 모바일을 통해 디지털에 접근하는 현상(닐

슨 코리안 클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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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시니어를 말한다. 이때, 일본의 경우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보다 메일 시스템이 발달하여 있으므로, 최소한의 메일 사용 

시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 밖에 인터넷 및 메일 조작을 하지 않는 

노년층을 비디지털 시니어라고 규정하였다. 이들의 소비 행동과 일상생활을 

살펴본 결과, 디지털 시니어는 비디지털 시니어에 비해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정보 감도가 높으며, 소비 행동에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교적인 성격으로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는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디지털 시니어와 비디지털 시니어의 차이를 단순히 인터넷 

활용에 따른 차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인터넷을 사용함에 따라 

활용 가능한 정보량이 많아지고 정보검색을 통해 선택지가 넓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橋元, 2015).  

2.2.2. 시니어의 스마트폰 사용 

시니어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모바일 폰 

수용 및 관련 요인(Gelderblom, Box, Dyk, & Biljon, 2010; W. Shin, Lee, & 

Park, 2012), 사용성 향상을 위한 연구(Motti et al., 2014)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으나, 노년층의 스마트폰 사용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시도되어 오지 않았다.  

선행연구는 주로 모바일 폰을 연구대상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살펴보며 

설문지 조사와 같은 자기 응답식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돼왔다. 시니어의 

경우 연락 수단이 되는 SMS(Short Message Service)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영상통화(Video Calls)와 같은 기능은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사용법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시니어는 혹시 모를 긴급상황을 위해 

모바일 폰을 사용하며, 주로 가족, 지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Kurniawan, Mahmud, & Nugroho, 2006; Nasir, Hassan, 

& Jomhari, 2008). 특히, 시니어 사용자의 경우 연락 과정에서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락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닌 받기만 하거나, 늘 

같은 기능만 반복하여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기능 및 

기기 사용은 무조건 복잡하다고 생각하며 배우기 이전에 사용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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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Kurniawan, 2008).  

모바일 폰이 아닌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시니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겪는 한계점에 주목하였다. 

21명의 사용자를 모집하여 반구조화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방식을 

통해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폰이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문자 기능만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모바일 폰 사용 

연구와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시니어는 나이가 듦에 따라 시각적 

기능의 손상과 기억의 한계를 경험하며 장문의 문자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꺼리게 되거나, 새로운 기능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연락 이외의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그 밖의 경제적 어려움, 신기술 사용에 대한 얕은 지식 및 관심 

등의 이유로 스마트폰이 가진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Mohadisdudis & Ali, 2015). 

현재 대부분의 시니어 층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바일 

폰에 집중한 연구는 현재의 실정에 맞지 않으며, 이들의 스마트폰의 실제 

사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2.2.3.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 인터랙션 시스템 

시니어와 스마트폰 사용에 관련해서는 사용성 향상을 위한 인터랙션 

시스템 연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지금까지 논의돼 온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터치스크린 관련 연구(Kobayashi et al., 2011), 동작(gesture) 

관련 연구(Motti et al., 2014), 인터페이스 디자인 연구(H. Shin, Ahn, & Han, 

2013)등의 관점이 주를 이루며 저마다 시니어에게 적합한 시스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듦에 따라 경험하는 시력저하에 대한 어려움을 

시스템으로 보완하기 위해 아이콘 및 텍스트는 크고 진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시각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터치스크린 역시 큰 화면에서 간결한 



 

 14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Sharma, Singh, Sharma, & Mahajan, 

2016). 고바야시(Kobayashi, 2011)는 시니어 사용자의 태블릿과 

스마트폰에서의 터치스크린 인터랙션을 비교하며 시니어 친화적인 

인터페이스(senior-friendly interface)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터랙션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동작인 탭(tap), 드래그(drag), 핀칭(pinching)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며 디바이스의 크기에 따라 선호되는 인터랙션을 보았다. 

그 결과, 스마트폰에서 탭 동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시니어는 드래그와 핀칭 동작을 선호하였다(Kobayashi et al., 2011). 이와 

유사하게 줄리안(Julian, 2012)은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터치 스크린 

인터랙션을 비교하며 시니어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살펴보았다. 시니어 사용자는 한 번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멀티뷰(multiview)를 원치 않았으며, 시작 화면, 메뉴, 아이콘, 텍스트 등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Julian, 2012) 

시니어가 선호하는 동작만을 살펴본 연구도 진행돼왔다. [그림 3]과 

같이 터치스크린에서 42가지의 손가락 동작 입력방식의 속도와 정확도를 

측정하여 젊은층과 시니어층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시니어는 속도 면에서 

조금 느린 경향이 있었지만, 정확도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어떠한 동작에서도 시니어층과 젊은층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니어층의 경우 태스크 수행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동작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스마트폰 동작 

사용에서 구조적으로 연령대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향후 

시니어를 위한 터치스크린 동작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Stobel, Wandke, & Blessing, 2009). 

[그림  3] Stobel(2009)가 제시한 터치스크린에서 시니어의 동작 입력 방식 



 

 15 

터치스크린과 손가락 터치에 관련 연구에서는 시니어는 두 손가락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Lepicard & Vigouroux, 2010). 

또한, 디바이스 종류 및 터치 방식을 퍼즐게임 태스크를 통해 살펴보며 

어떤 디바이스 및 터치 방식이 시니어에게 적절할지 비교하였다. 여기서 

디바이스는 스크린 크기가 다른 스마트폰과 태블릿 두 가지와 터치 방식은 

기본적인 터치 방식인 손가락과 도구로서 펜 터치 인터랙션을 비교하였다. 

상대적으로 시니어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알려져 온 드래그 앤드 드롭(drag 

and drop)이라는 동작에서 진행하였다. 흥미롭게도 펜을 이용한 인터랙션 

방식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두 디바이스에서 손가락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펜을 사용할 경우 연령대가 낮은 그룹보다 높은 그룹에서 더 

나은 수행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펜 인터랙션을 통해 노년층의 

드래그 앤드 드롭 인터랙션 동작을 도울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Motti et al., 

2014). 그러나, 작은 스크린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펜과 손가락 인터랙션을 

비교하였을 때 손가락 인터랙션이 더 정확하다는 상반되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Hourcade & Berkel, 2006).  

이처럼 시니어의 사용성 향상을 위한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동작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제 3 절 모바일 사용 데이터 관련 연구  

모바일 사용에 관한 연구는 설문지 조사(questionnaires)와 같이 자기 

기입식 조사(self-reports)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 연구과 휴대폰 활동 로그 

데이터(log data), GPS 등 센서를 활용하여 수집한 데이터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기기입식 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방식과 다르게 로그데이터는 

비침투적(unobtrusive)인 방법으로 실제 생활에서 사람의 이동성, 

커뮤니케이션, 일상생활의 사용패턴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 방식에 따라 모바일 사용 데이터 연구를 설명하고자 한다.  

2.3.1. 모바일 사용에 대한 자기 응답식 사용자 조사연구  

모바일 기기 이용행태 연구는 주로 설문지 조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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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표집법(ESM:experience sampling method)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연락수단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어왔다(Lederer, Mankoff, & Dey, 

2003; Palen, Salzman, & Youngs, 2000).  

조사 방법에 따라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그린터(Grinter, 2003)는 

설문지 조사와 관찰을 통해 십대들의 연락 패턴을 살펴보았다. 십대들은 타 

연령에 비해 모바일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소수의 지인과 

규칙적이며 빈번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Grinter & Eldridge, 2003). 설문지 

조사만으로도 문자 메시지 서비스와 통화 사용의 선호도를 비교하거나, 

모바일 폰 사용과 개인의 성격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성격의 유형에 따라 이를테면 유쾌하지 못한 사람은 스마트폰 사용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벨소리 선택 등에 더 심여를 기울이는 등 

사용패턴에 차이가 나타났다(Butt & Phillips, 2008; Reid & Reid, 2004). 

인터뷰와 다이어리 방법은 설문지 조사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상생활을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다. 박후스(Barkhuus, 2011)는 

일상생활 속 스마트폰이 가진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 사용자가 어떻게 

기능을 선택하고 적응해 가는지 살펴보았다. 조사는 3주 동안 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다이어리 조사 이후 인터뷰로 내용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Barkhuus & Polichar, 2011).  

스마트폰 사용에서 빠지지 않는 연구는 앱사용 연구이다. 앱은 

스마트폰의 핵심 플랫폼이면서 동시에 콘텐츠의 역할을 하므로 스마트폰 

사용파악에 중요하다. 지금까지 앱 이용에 관해서는 주로 커뮤니케이션 

앱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나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았다. 스마트폰에서는 정보나 엔터테인먼트 유형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앱 이용이 많게 파악돼 왔으며, 이는 스마트폰 이용이 

인구 사회학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최, 2013). 

또한, 경험표집법과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 패턴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어떻게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15초 또는 그 이하의 짧은 시간 

내에 폭발적으로 사용하는 순간을 미시적 사용(micro-usage)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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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스마트 폰 전체 사용시간 중 마이크로 사용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41.5%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각 기능이 짧게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Ferreira, Gonçalves, Kostakos, Barkhuus, & Dey, 

2014).  

 

2.3.2. 로그 데이터를 이용한 모바일 사용행태 연구 

로그 데이터는 넓게 보면 센서 데이터(sensor data)와 사용 

데이터(usage data)로 구분할 수 있다. 센서 데이터는 이미 설치된(built-in) 

가속도계(accelerometers) 센서, GPS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사용 데이터는 전화, 검색, 텍스트 등 다양한 앱으로부터 얻는 데이터를 

포함한다(Ormen & Thorhauge, 2015). 모바일에 장착된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무궁무진하며, 시간, 위치 정보(GPS), 

배터리 정도, Wi-Fi신호, 블루투스 신호, 가속도계(accelerometers), 통화 

로그, 앱 로그 등 로그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집한 데이터는 자기 응답식 

조사 방법보다 실제 사용 측정에서 훨씬 타당한 측정 도구로 볼 수 

있다(Church, Ferreira, Banovic, & Lyons, 2015). 특히, 측정 과정에 있어 

비개입적, 비침투적이며 사용자의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점차 다양한 방면에서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모바일 데이터 사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용행태 및 데이터를 

활용한 패턴 연구가 진행됐다(Do & Gatica-Perez, 2014; C. Shin, Hong, & 

Dey, 2012; Yan, Chu, Ganesan, Kansal, & Liu, 2012).  

이용행태는 주로 연락 수단에 관련된 연구로 문자 메시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문자 메시지 데이터를 통하여 대화 상대, 빈도, 길이, 대화 내용의 

유형화 등을 특성을 파악하고, 메시지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네트워크 

관계를 분석하거나(Battestini, Setlur, & Sohn, 2010), 사용자의 일상생활 

패턴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Ling, Bertel, & Sundsoy, 2012). 

한편, HCI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으로 오디오-비디오 기록 방식의 연구도 

진행됐다. 특정 행동에 대해 심층 기록이 가능한 이 방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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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Brown, 2014)은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파악하고자 하였다. 약 100일간 아이폰 기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메시지, 

인터넷 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사용패턴의 특징을 

확인하였다(Brown, McGregor, & McMillan, 2014). 이러한 로그데이터는 

특히, 정성적인 연구로 보완하는 작업을 거칠 경우 연구의 반복 

가능성(replicability)과 일반화 가능성(generalizability)을 살펴볼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Church et al., 2015). 

로그데이터를 통해 앱 사용행태만을 살펴보는 연구 역시 진행되어왔다. 

최근 국내에서 역시 대규모 조사를 통해 실제 앱 사용 로그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의 앱사용 행동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kim, 2016)은 로그데이터만으로 앱 사용 행동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나이와 직업 등 인구 사회적 특성에서 앱 이용의 주된 차이가 

나타남을 주목하였다. 10~20대는 커뮤니케이션과 주위와의 공유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30대 이상은 개인 소비에 관련된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쇼핑, 일상생활 등 생활 착형 앱 사용이 늘어나 

앱의 상업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구글이나 네이버 등처럼 많이 쓰이는 

유형의 앱의 사용이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Kim, 2016). 

보머(Böhmer, 2011) 역시 기본적인 앱 사용 시간, 빈도, 앱의 유형화 등에 

관한 행태조사를 4,100명이라는 비교적 많은 사용자를 통해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앱 사용에 대한 세 한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스탠바이 

모드가 30초 이상이 되는 연속적인 앱 사용을 앱 체인(application 

chain)이라고 정의하고, 앱 체인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커뮤니케이션 사용 비율이 지배적으로 총 14가지 이상의 다양한 앱 체인 

순서가 나타났다. 이때, 흥미롭게도 각각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5초도 안 

되는 비율이 49.8%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사용자는 한가지 앱을 길게 

사용하기보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앱을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öhmer, Hecht, Schöning, Krüger, & Bauer, 2011). 

스마트폰의 대규모 조사를 진행하며, 앱의 유형별 사용과 사용자의 

위치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도 하였다. 앱사용과 위치를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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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앱 사용 전체의 비율 중 약 40%가 앱을 15초 이하로 사용하며 

주로 사용자는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앱 종류에 따라 사용 

장소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친구 집에서 인터넷 서핑이나 통화를 많이 하는 

등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Minh, Do, Blom, & Gatica-perez, 2011). 또한, 

앱의 사용 만을 깊이 있게 살펴본 연구도 있다. 이를테면, 앱 사용에 대해 

많은 수의 앱을 설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앱을 균등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앱의 사용은 각 앱의 인기도(popularity)와 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앱의 인기도는 시간대별로 달라진다. 예를 들면, 메시지 

앱은 낮보다는 밤에 사용하는 패턴이 두드러졌으며, 인터넷 사용은 낮 

시간대에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팔라키(Falaki, 2010)는 스마트폰을 한번 사용할 때 앱 사용 시작 

시각부터 끝까지를 시간 스탬프라고 하며 이를 한 번의 작업 시간(session 

Time)이라고 정의하였다. 한 번의 작업시간에서 각 앱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한가지의 앱 사용 시간이 전체 사용시간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때, 사용자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사용자는 이메일 확인, 달력 확인, 온라인 쇼핑 등 한가지의 과업에 

집중하며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Falaki Hossein et al., 2010). 

지금까지 로그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폰 사용 행태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사용을 살펴보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년층을 살펴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니어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행태를 살펴보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사용행태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해보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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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제 1 절 용어 정의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1) 시니어  

시니어에 대한 의미는 매우 다양하여 그 나라의 사회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고, 학자 및 법령마다 내리는 기준이 다르므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행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시니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 

세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IT 기술발달에 접하게 접해왔던 세대로 이 

세대의 모바일 사용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최근 

디지털 활용도를 살펴보는 연구조사에서는 시니어 세대를 50세~55세부터 

규정하고 있으며13,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역시 만55세 이상을 ‘시니어’라고 

명시한 바 있다 14 . 스마트폰의 사용행태를 파악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시니어’라고 정의하고 이 연구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2)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폰은 이동성, 개인성, 연결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더 강화된다. 그리고, 각종 위치기반 서비스, 

인스턴트 메시지, 소셜 미디어, 뉴스, 게임,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앱을 

구매하거나 이용하고 타인과 공유 또는 추천하면서 이런 특성들이 

극대화된다. 앱은 스마트폰의 핵심 플랫폼이면서 동시에 콘텐츠의 역할을 

하므로, 많은 연구에서 앱 사용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파악하고 있다 15 . 

                                                
13 닐슨코리안클릭 (2016). http://www.koreanclick.com/에서 검색 
14 고령자고용촉진법. 두산백과, www.doopedia.co.kr/에서 검색 
15 김성묵 (2016)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행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스마트폰 로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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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앱 사용으로 제한하고, 스마트폰의 

사용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앱 로그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디지털 리터러시 

리터러시는 사회, 기술적 배경을 반영하는 사회 구조적인 개념이다. 

현재 기술 생태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모바일로서의 전환이며, 

그중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기술 수용 능력을 넘어 문서 편집과 재생산, 사진 및 시각적 기능의 이해 

등 여러 측면에서 실제 수행능력 및 이해도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범위 및 개념이 재정립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주목해 보고자 하며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특정 디지털 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다방면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문제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폭발적인 노인 인구의 증가와 

모바일 사회의 도래에 따라 스마트폰 리터러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생활 속 스마트폰 리터러시가 중요해지며 일상생활에서 

개개인의 스마트폰 활용능력 파악이 필요해 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시니어의 경우 모바일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존재로 

인식하여 단순하게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존재로 여겨, 이에 따라 주로 

사용성 향상을 위한 인터페이스 시스템 디자인 및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현재 시니어 사용자는 활발한 스마트폰 사용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적절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개념으로 반드시 나이와 상관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젊은이라고 해서 반드시 시니어보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우수하다고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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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으며, 사용경험이나 직업 등의 세부적인 능력 요인들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단순한 기술 수용 및 

접근의 관점이 아닌 어떤 능력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시니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시니어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련된 연구는 미미하며, 주로 

설문지 조사와 같은 자기 응답식 조사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가 모바일 폰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설문지 조사 및 태스크식 

접근 방법 등 현존하는 조사 방법으로는 시니어의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에 

정확도, 부담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로그데이터는 

비침투적인 방식으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체적, 인지적 

어려움으로 측정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노년층 사용자에게는 더욱 적합한 

측정 방법이 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일상생활 속 시니어 사용자의 스마트폰 

리터러시를 측정하여, 로그데이터를 통하여 이들의 스마트폰 사용행태는 

어떠한지, 디지털 리터러시의 레벨에 따른 차이 및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노년층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는 어떠한가?  

1-1. 실제 앱 사용 추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1-2. 실제 앱 사용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1>에서는 우선 시니어 사용자들의 실제 스마트폰 사용은 

어떻게 되는지, 앱 로그데이터를 통해 앱 사용 시간과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유형의 앱을 많이 사용하고, 어떤 유형의 앱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앱 이용에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성별, 교육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사용행태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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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2>.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라 나타나는 시니어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는 어떠한가? 

2-1. 디지털 리터러시의 레벨에 따른 시니어의 행태는 어떠한가? 

2-2. 디지털 리터러시의 레벨 별 사용행태에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1>에서는 전반적인 사용을 살펴보았다면, <연구문제 

2>에서는 설문지 조사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의 레벨에 따라 사용자를 

유형화하고, 시니어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 및 행태에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에 관해 확인하고자 한다. 즉, 어떤 유형의 앱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디지털 리터러시 레벨에 따라 살피고,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능력과 실제 사용행태와의 

차이를 확인하고,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24 

제 4 장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하여 시니어 사용자를 구분하고 

로그데이터를 통해 시니어 실제 사용 특성과 모바일 이용요소를 파악하였다. 

먼저 1절에서는 전반적인 연구 절차를 설명하고 데이터 수집 방식을 

설명한다. 이후, 2절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및 분석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3절에서 로그데이터 분석과 인터뷰 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연구 절차 

4.1.1. 표집 

조사 대상자는 성별 무관 55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며, 

스마트폰 소지자 중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로 하였다. 로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앱이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iOS 

사용자는 제외하였다. 

수집 방법에서는 눈덩이 추출법(Snowballing Sampling)과 편의 

추출법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피험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내용 및 

수집 데이터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전에 배포하고 이를 이해하고 로그 

데이터 수집에 동의한 참가자만을 연구 참여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해당 

표집 방식으로 총 30명을 모집하였으며, 이중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차 의사를 밝힌 7명을 제외한 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자 총 23명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아래 [표 1]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59세(SD=3.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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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조사 참여자 인구통계학적 분포 

분류 인원(명) 

성별 
남자 10 

여자 13 

나이 
55-59 14 

60-70 9 

합계 23 

 

4.1.2. 연구 진행 및 데이터 수집 방식 

(1) 연구진행 과정  

연구 진행 및 데이터 수집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단계별 연구 진행 절차는 아래 [그림 4]와 같다. 

먼저 피험자를 모집하고, 로그 데이터 수집에 동의한 참여자에 한하여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로그 데이터와 함께 디지터 리터러시 측정을 위한 

설문지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로그데이터, 설문지 조사, 인터뷰에 관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뒤 결론을 

도출하였다. 

 

 

(2) 로그 데이터 수집 방식 

앱 로그 데이터 수집은 사용자가 앱을 설치한 이후부터 진행되었으며 

수집 기간은 14일을 기준으로 모든 참여자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이때, 

[그림  4] 연구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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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 측정에 대한 부담으로 의도적인 사용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4일에서 1~2일 정도 여유롭게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난 참여자의 경우,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 

과정을 거쳤다. 사용 로그 데이터는 수집 과정에서도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참여자 별로 무작위 번호를 발급하여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스마트폰 앱 사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앱은 아래 

[그림 5]와 같다 16 . ‘App Usage Tracker’라는 앱을 활용하였으며, 이 앱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앱을 사용 시작 시간과 수행 시간을 기록해주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추적을 원하지 않는 앱은 선택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사 기간 동안 파일 전송 및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MIM(카카오톡)을 

통해 진행하였다. MIM의 특성상, 즉각적인 확인과 대응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보다 지원되는 세부기능이 더 많고 친숙한 

                                                
16 App Usage Tracker의 경우 현재 안드로이드 버전만 제공하고 있으며 iOS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림  5] 'App Usage Tracker' 앱화면 

(좌: 전체 앱 리스트 보기, 우: 개별 앱 수행시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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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채널이라는 장점이 있었다. 앱 사용 로그 데이터는 연구 참가자들에게 

앱(App Usage Tracker)을 설치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스마트폰을 사용한 뒤, 

앱의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csv파일 또는 txt 파일로 이메일(e-mail)이나 

MIM(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았다.  

 

(3) 설문지 조사 수집 방식 

설문지 조사는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로그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태스크식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여 

다방면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직접 대면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약 15분에서 20분간 소요되었다.  

 

(4) 반구조화 인터뷰 방식 

데이터의 수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반 구조화(Semi-Structured)형식의 인터뷰를 60분간 진행하였다. 반 

구조화 인터뷰는 연구 주제에 대한 피험자의 생각 및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의 레벨에 

따라 사용행태에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데이터 수집 

직후 추가적인 질문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설문을 통해 

분류된 두 가지의 디지털 레벨에 따라 각 그룹에 3명씩 평균나이 

58.6세(SD=3.14)로 총 6명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1.3. 로그 데이터 개요 

(1) 로그 데이터 개요 

이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앱 사용을 

측정하며, 사용자가 설치한 앱뿐만 아니라 본래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빌트인 앱(built-in Apps)까지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아래 [그림 6]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어떤 사용자가 어떤 

앱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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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연월일을 포함하며, 앱 사용 시간 데이터는 초(Seconds) 단위로 

측정된다. 

 

 

제 2 절 디지털 리터러시의 측정 및 분석 

이 절에서는 ECDL의 방식을 참고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하고 

설문 항목 및 분석 방향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될 응답자의 실제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할 ‘실제 디지털 

리터러시(Actual Digital Literacy)’를 측정하고, 자기 응답식 조사를 통해 

‘본인 판단의 디지털 리터러시(Perceived Digital Literacy)’와 ‘본인 판단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자신감(Confidence of Digital Literacy)’을 함께 

측정하였다.  

4.2.1. 설문지 조사를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1)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기준 

ECDL Foundation 17 에 따르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측정은 실제 

디지털 리터러시, 본인 판단의 디지털 리터러시, 본인 판단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자신감으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분류하여 측정할 수 

                                                
17 ECDL은 일상에서 컴퓨터 사용 및 활용 나아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한 국제 IT자격을 갖춘 기관이다. 유럽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ICDL로 명명되며, 미국,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세계 150개국의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및 관련 프로그램 콘텐

츠를 개발하고 있다.  

[그림  6] 로그데이터에 기록된 데이터 형태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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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연구에서는 ECDL 기관의 방식을 참고하여 세 가지 관점에서 

동일하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하였으며, 자기 응답식 조사 방법으로서 

설문지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래 ECDL은 개인용 컴퓨터(PC) 사용 능력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한 바 있으며, 크게 네 가지 영역의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네 가지 

영역은 1) 하드웨어(Hardware), 2) 온라인 활동(Online Activity), 3)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4) 일상생활에서의 기술(Everyday Technology)과 

같으며, 각 영역은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설문 항목 

역시 모바일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즉,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설문 문항을 

수정하고, 나이, 성별,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함께 

수집하였다.  

 

 (2) 실제 디지털 리터러시(Actual Digital Literacy) 측정 

실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측정은 응답자의 실제 디지털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이해 및 사용능력을 

측정한다. 조사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의 레벨을 파악하고, 이 측정 방식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자세한 측정 영역은 스마트폰 

상에서 하드웨어, 온라인활동, 응용프로그램, 일상생활에서의 기술 사용 

관련 능력으로, ECDL의 조사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상황에 적절한 질문지로 

수정 및 구체화하였다.  

자세한 항목은 아래 [표 2]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모든 문제 상황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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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문 문항 변경 내역 

 ECDL 기준(변경 전) 필자의 기준(변경 후) 

평가하고자 하

는 능력 

PC사용에 대한 이해 및 

사용능력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이해 및 

사용능력 

하드웨어 

(Hardware) 

영역 

- PC에서 출력장치 

- 이동식 저장장치 탐색 

- 스마트폰 내에서 정보 출력   

기능 이해 

- 스마트폰 충전기 탐색 

온라인 활동

(Online 

Activity) 영역 

- 이메일에서 파일첨부  

- 검색 엔진의 용도 

- 보안/스팸의 측면 

- 온라인 쇼핑 

- MIM(카카오톡)내에서 사진

첨부 방식 

- 구글 검색 엔진의 용도 

- 메모 저장 

응용 프로그램

(Application) 

영역 

- 문서/텍스트 저장 

- 계산(자동합산) 

- 텍스트 편집 

- 계산(숫자 전체 합산) 

- 텍스트 편집(하이라이팅)  

- 이미지 파일 (확장자 찾기) 

일상생활에서

의 기술

(Everyday 

Technology) 

영역 

- 카메라 사용의 이점 

- MP3의 역할 및 기능 

- 아이콘의 이미(메시지 

화면) 

- MIM(카카오톡)에서 부가기

능이해(대화창 내에서 이모티

콘사용)  

- 카메라 기능 이해(셀카 촬

영) 

- 아이콘의 의미(문자메시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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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은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그중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덜기 위해 결과 분석에 들어가지 않는 스마트폰 사용에 

관련된 3개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디지털 리터러리를 측정하는 질문 및 

질문에 대한 문제 상황은 이미지(image)를 통해 제공하였으며, 비교적 

간단한 형식으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에 대한 예시화면은 아래[그림 7]와 같다.  

(3) 본인 판단의 디지털 리터러시(Perceived Digital Literacy) 측정 

본인 판단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응답자가 판단하는 자신의 디지털 

능력을 말한다.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질문하였으며, 스마트폰 사용에 능숙한 정도를 

판단하였다.  

 

[그림  7] 실제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예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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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 판단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자신감(Confidence of Digital 

Literacy) 측정 

본인 판단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자신감의 경우 응답자가 판단하는 

자신의 디지털 능력에 대한 자신감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영역은 실제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측정한 영역과 같다. 예를 들어, 실제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텍스트 편집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기능을 물었다면, 이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를 

4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다.  

4.2.2. 디지털 리터러시 분석  

(1) 디지털 리터러시(Actual Digital Literacy) 설문 분석  

디지털 리터러시의 자신감 레벨 및 실제 레벨은 태스크식 설문지 

조사의 응답률 및 정답률에 따라 레벨을 구분 지었다. 설문 항목에 대해 

정답률의 비율에 따라 사용자를 디지털 능력이 뛰어난(Digitally Literate) 

디지털 그룹 사용자, 기본 실력을 갖춘(Basic Skills) 베이직 그룹 사용자, 

낮은 레벨을 가진 아마추어 사용자(Insufficient Skills)로 구분하였다. 

세부적인 레벨은 정답률에 따라 디지털 그룹의 경우 91%, 베이직 그룹의 

경우 69%, 아마추어의 경우 34%를 기준으로 구분 지었다. 

 

(2) 디지털 리터러시 레벨에 따른 사용자 유형화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실제 능력을 측정하고 그 레벨에 

따라 사용자를 유형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능력이 뛰어난 사용자 

그룹을 ‘디지털 그룹’으로, 기본 실력을 갖춘 그룹은 ‘베이직 그룹’, 하위 

레벨을 가진 그룹은 ‘아마추어 그룹’이라고 분류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하위 레벨을 보여주는 응답자가 나타나지 않아 아마추어 그룹은 

제외하였다. 

 

 



 

 33 

제 3 절 데이터 분석  

4.3.1. 로그 데이터 분석  

(1) 데이터 변환 및 분석방식 

데이터 분석에 앞서 데이터 변환(data transformation)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데이터 변환이란 데이터의 형태를 분석 목적에 맞는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며, 데이터의 모든 처리 과정에 포함된다.  

먼저, 카카오톡과 같은 MIM의 경우 [그림 8]과 같이 프로필 화면, 

친구관리 화면, 대화창 화면, 카카오 채널, 설정화면 등에 따라 앱 

로그데이터가 새로 측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앱 종료시간과 시작시간에 

따라 동일한 앱을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끊김이 없으면 

한 번에 같은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데이터를 변환하였다.  

 

또한, 기존 데이터에는 앱 이름, 사용 날짜, 앱 시작 시각, 수행 시간이 

나와 있는데 이를 연구목적에 맞게 앱을 유형화하고 분류하였으며, 앱 사용 

기간에 따라 앱 종료시간을 [그림 9]과 같이 변형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림  8] 좌: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 우: 친구관리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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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레벨에 따라 최종적으로 두 

집단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두 집단의 앱 사용행태의 차이를 변량이 

다르다는 가정하에 Welch Two Sample t-test를 통해 확인해보았다. Welch 

Two Sample t-test는 변량이 같을 때와 다를 때 모두 적절한 결과를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다(Ruxton, 2006).  

 

 (2) 주 사용 로그데이터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할 로그 데이터를 [표 3]에 정의하였다. 사용 시간 

데이터는 모두 초(Seconds) 단위로 기록하였으며, 사용자별로 기간이 

1~2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모든 분석은 하루 평균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일 사용 기간 (daily usage duration), 일 사용 횟수 (Daily Usage Frequency) 

역시 동일하다. 애플리케이션 체인(Application chain)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스탠바이 모드가 30초 이하인 경우에, 그사이에 수행되는 앱들의 연속적인 

순서 및 묶음을 말한다18. 

                                                
18 Böhmer, M., Hecht, B., Schöning, J., Krüger, A., & Bauer, G. (2011, August). Falling asleep 

with Angry Birds, Facebook and Kindle: a large scale study on mobile application usage. 

In Proceedings of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computer interaction with 

mobile devices and services  
 

[그림  9] 변형된 데이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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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용 로그데이터 정의 

사용 데이터 정의 

일 사용 기간 

(Daily Usage Duration) 

해당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하루 

기준 1인당 평균 사용 기간(초) 

일 사용 횟수 

(Daily Usage Frequency) 

해당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하루 

기준 1인당 평균 사용 횟수 

애플리케이션 체인(Application 

Chain) 

스마트폰에서 스탠바이 모드가 30초 

이하인 경우에서 앱의 연속적인 순서 

작업 횟수(Session) 
스탠바이 모드를 기준으로, 스마트폰

을 한번 사용 하는 횟수 

 

(3) 앱의 유형화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앱만 해도 백만 개가 넘어서 모든 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앱들을 묶어서 유형화해서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앱의 유형화를 시도한 기존 사례들이 있다(Falaki Hossein 

et al., 2010; Kim, 2016; Osmani, Ferdous, & Mayora, 2015). 이 연구에서는 

Osmani et al(2015)가 채택한 분류방식을 참고하여 앱을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아래 [표 4]와 같이 그는 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유틸리티(Utility), 브라우저(Browser),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게임(Game)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노년층 사용자의 로그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게임 앱 사용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기타(Etc)로 수정하고, 시니어 적절하게 

재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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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앱 유형화 

 
Osmani et al(2015)

의 분류 
필자의 분류 

유형화한 앱  

예시 

앱 카테 

고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카카오톡, 페이

스북, 밴드 등 

유틸리티(Utility) 유틸리티(Utility) 
캘린더, 녹음기, 

카메라 등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스트리밍 서비

스, 비디오 등 

브라우저(Browser) 브라우저(Browser) 네이버, 크롬 등 

게임(Game) 기타(Etc) 
금융, 숙박, 온라

인 쇼핑 등 

 

4.3.2. 인터뷰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통해 나타난 결과와 인터뷰 내용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정성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Strauss와 

Corbin(1990)에 따라 한 문장을 분석 단위로 정의한 후, 문장의 내용간 

유사성에 근거하여 정리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개방형 코딩(Open 

coding)을 진행하였다(Strauss & Corb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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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른 사용자 유형화 

이 절에서는 실제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라 사용자를 유형화한 결과를 

나열하고, 본인 판단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자신감을 측정하며 그 결과를 

서술하였다.  

5.1.1.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른 사용자 유형화 

설문지 조사의 정답률을 통해 사용자를 유형화 한 결과 아래 [표 5]와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라 사용자를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그룹 

10명, 베이직 그룹 13명으로 나뉘어 졌다.  

 

[표 5]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정보 

분류 인원(명) 

디지털 그룹 10 

베이직 그룹 13 

합계 23 

 

5.1.2.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방식 분석  

(1) 본인 판단의 디지털 리터러시 (Perceived Digital Literacy) 

사용자가 직접 자기자신의 디지털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5점 

리커트 스케일을 통해서 응답자 간의 차이를 평가하여, Welch Two Sample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α=0.05 일 때, 베이직 그룹과 디지털 

그룹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t10.845=-1.662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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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0.1251). 즉, 노년층은 서베이에서 과장된 자기 평가 및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디지털 리터러시 사용 

측정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일치한다(Hargittai, 2005).  

 

 

[그림  10] 본인 판단의 디지털 리터러시(Perceived Digital Literacy) 설문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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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 판단의 디지털 리터러시에대한 자신감(Confidence of 

Digital Literacy) 측정 

아래[그림 11]에서 나타나듯이, 노년층 응답자가 판단하는 디지털 

능력에 대한 자신감 측정을 분석한 결과 어느 항목에서도 베이직 그룹과 

디지털 그룹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 2 절 노년층의 스마트폰 사용행태 

본 절에서는 노년층 사용자가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 앱 사용 로그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앱 사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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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본인 판단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자신감(Confidence of Digital 

Literay) 



 

 40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5.2.1. 전체 이용추이 

(1) 전체 이용추이 비교 

시니어 사용자의 스마트폰 이용 추이를 살펴본 결과 아래 [표 6]과 

같다. 이용 추이는 전체 사용뿐만 아니라 디지털 능력에 따라 구분하여 

확인해보았다. 시니어 사용자는 하루에 평균 6,332초(104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디지털 능력에 따른 사용시간에는 베이직 그룹과 디지털 그룹 

간의 차이가 미미함을 확인하였다. 평균 사용횟수 빈도에서는 노년층 

사용자는 하루 평균 90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아래 [그림 12]와 같이 사용횟수에서는 디지털 능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디지털능력이 낮을수록 하루에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8.81=2.0979, 

p-value = 0.04966). 

[표 6] 전체 이용추이 비교 

 베이직 그룹 디지털 그룹 전체 

하루 평균 사용시간(초) 6275.1 6438.7 6332.1 

하루 평균 사용빈도(회) 103.6 66.6 90.7 

일 사용앱수(개) 9 14 10 

보유앱 대비 일사용 앱

비율(%) 
28 3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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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앱 32.60 40.63 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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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디지털 리터러시 레벨에 따른 사용횟수 비교 

[그림  13] 디지털 리터러시 레벨에 따른 하루 평균 사용앱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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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13]에서 나타나듯 하루에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앱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t10.4=-6.083, p-value=0.000101). 디지털 능력이 낮은 

그룹일수록 적은 수의 앱을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디지털 그룹의 

경우 14개, 베이직 그룹은 9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즉, 노년층은 타 연령에 

비해 제한적인 앱을 사용하며 의존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시니어 사용자는 스마트폰에 보유하고 있는 앱의 개수 역시 현저히 

적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Kim(2016)은 전체연령을 조사한 결과 평균 약 

114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노년층만을 살펴보았을 

땐 평균 35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노년층의 경우 가지고 있는 앱 중 

하루에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약 35%로 나이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난다. 이는, 보유하고 있는 앱의 개수가 현저히 낮으므로, 보유 

앱 대비 일 사용비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파악된다(Kim, 2016).  

 

 

(2) 앱 카테고리별 앱이 차지하는 비율 

유형화한 앱 분류를 바탕으로 카테고리별 사용시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포함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47%로 절반에 가까운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카테고리별 자세한 비율은 아래 [그림 14]와 같다. 

사용빈도 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가장 중점적이었으며, 알람, 대중교통 

관련 앱 등을 포함하는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틸리티는 사용빈도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카테고리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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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앱 카테고리별 앱 사용시간 및 사용횟수 

카테고리 사용시간(초) 사용횟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Network Service) 
2997.6(47%) 51.38(57%) 

유틸리티(Utility) 921.6(15%) 24.93(27%)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1105.8(17%) 2.59(3%) 

브라우저(Browser) 1094.1(17%) 7.32(8%) 

기타(Etc) 220.2(4%) 4.81(5%)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47%

유틸리티
15%

브라우저
17%

엔터테인먼트
17%

기타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틸리티 브라우저 엔터테인먼트 기타

[그림  14] 앱 카테고리 별 사용시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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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테고리 별 대표적 사용 앱  

참고로 [표 8]에서 각 카테고리에 포함되고 시니어 사용자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앱들을 예시하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카테고리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앱으로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메시지, 전화, 밴드가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유틸리티의 경우 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하는 앱으로, 교통 관련 앱인 Tmap 이나 네이버 지도, 

지하철과 쇼핑 앱이 중점적으로 사용되었다. 쇼핑의 경우, G마켓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게임의 사용은 거의 미미했으며,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용이 적게나마 나타났다. 브라우저의 경우 대부분 

네이버를 사용하였으며, 그 뒤로 크롬, 인터넷 앱이 대표적이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앱사용에서는 카메라와 금융서비스 관련 앱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카메라 앱의 경우 사용자에 따라 기본 앱만을 사용하거나 

카메라 편집 앱을 사용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표 8] 카테고리 별 대표적 사용 앱 

카테고리 대표적 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Network Service) 
카카오톡, 밴드, 메시지, 전화 등  

유틸리티(Utility) 알람, T map, G마켓, 지하철 등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음악, 멜론 등 

브라우저(Browser) 네이버, 인터넷, 이메일, 크롬 등 

기타(Etc) 카메라, 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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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앱의 집중도  

하루 평균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상위에 있는 앱들로 앱의 집중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9]와 같이 상위 5개 앱의 사용시간과 

이들 앱이 전체 앱 사용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사용자의 앱 비중을 살펴보면 상위 5개의 앱이 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노년층 사용자의 경우 특히 자주 사용하는 앱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앱은 카카오톡이 가장 

많았으며, 메시지, 네이버, 전화, 밴드로 연락수단의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디지털 리터러시 레벨에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앱 빈도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카카오톡 모두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락수단이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9] 하루 평균 사용시간 상위 5개 앱의 상대적 비중추이 

 베이직 그룹 디지털 그룹 전체 

상위 5개 

앱시간(초) 
5571 5411 5515 

상위 5개 

앱비중(%) 
87 78 84 

구성 5개  

앱리스트 

사용 순위 

(단, 빌트인 앱 

제외) 

1. 카카오톡 

2. 메시지 

3. 네이버 

4. 연락처 

5. 전화 

1. 카카오톡 

2. 밴드 

3. 메시지 

4. 전화 

5. 네이버 

1. 카카오톡 

2. 메시지 

3. 네이버 

4. 전화 

5.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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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앱의 지속도  

스마트폰을 한번 사용할 때 얼마나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체인(Application Chain)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니어 사용자에게서도 단일적인 앱 사용이 아닌 연속적인 앱 사용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레벨과 

남녀에 따른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개인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능력 외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0] 앱의 지속도 

평균 베이직 그룹 디지털 그룹 전체 

애플리케이션 체인

(Application 

Chain)(회) 

321.5 321.1 321.4 

작업 횟수(Session) 1130 1249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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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인구특성별 주요 앱 유형 사용시간 

(1) 남여 앱 유형별 사용시간 비교 

성별에 따라 앱 사용 시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 앱사용 시간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0.973=-

2.4164, p-value = 0.02488). 여성의 경우 하루 평균 3,813초(약 63.55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남성의 경우 1937초로 나타났다. 여성 사용시간의 

절반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약 32.29분). 그 밖에, 각 앱별로 통계적으로 

성별 차이를 분석해 보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남성의 경우 아래 [그림 15]와 같이 여성과 다르게 다양한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 보다 

엔터테인먼트 사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후, 브라우저와 

유틸리티 앱의 사용 정도가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여성보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소셜 앱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틸리티와 브라우저가 그 

뒤를 따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28%

유틸리티
17%

브라우저
19%

엔터테인먼트
34%

기타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틸리티 브라우저 엔터테인먼트 기타

[그림  15] 앱 유형별 남성 사용시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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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남여 앱 유형별 사용시간 

카테고리 남성 여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Network Service) 
1937.60 3813.01 

유틸리티(Utility) 1128.85 762.11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2292.11 193.32 

브라우저(Browser) 1310.94 927.28 

기타(Etc) 143.82 278.91 

  

소셜네트워크서
비스
64%

유틸리티
13%

브라우저
15%

엔터테인먼트
3%

기타
5%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틸리티 브라우저 엔터테인먼트 기타

[그림  16] 앱 유형별 여성 사용시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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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여 앱 유형별 사용빈도 비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 사용빈도가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t19.705=-

1.75, p-value = 0.09567). 그 밖에, 다른 유형의 앱에서는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평균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앱을 제외하고서는 

엔터테인먼트, 브라우저, 기타 앱은 하루에 사용하는 횟수가 한 자릿수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2] 남여 앱 유형별 사용빈도 

카테고리 남성 여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Network Service) 
38.03 61.66 

유틸리티(Utility) 20.54 28.30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2.73 2.49 

브라우저(Browser) 7.17 7.44 

기타(Etc) 3.41 5.89 

 

 

 

 



 

 51 

제 3 절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른 특징적 사용행태 

5.3.1. 사회적 관계유지의 중요성 

디지털 그룹과 베이직 그룹 간의 주된 차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 사용시간과 사용 횟수를 

살펴본 결과, 아래[그림 16], [그림 17], [그림 18]과 같다.  

먼저, 하루 평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 사용시간에 대해서는 디지털 

레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4.545=1.2215, p-value = 0.2413). 

그러나, 전반적인 사용행태를 살펴보았을 때, 베이직 그룹이 디지털 

그룹보다 다양한 카테고리의 앱을 사용하기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 

사용에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 비율로 살펴보자면, 베이직 

그룹은 60%를 차지하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앱을 제외하고서는, 알람, 교통 

앱 등과 같은 유틸리티 앱을 약 26%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브라우저, 

엔터테인먼트, 기타 등의 앱 사용은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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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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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유틸리티
26%

브라우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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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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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틸리티 브라우저 엔터테인먼트 기타

[그림  18] 베이직 그룹의 앱 유형별 사용 

[그림  19] 디지털 리터러시 레벨에 따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의 
하루평균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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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그림 18]처럼 사용빈도에서는 디지털 그룹과 베이직 그룹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때, 베이직 그룹의 하루 평균 사용빈도가 디지털 

그룹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디지털 능력이 낮을수록 하루에 평균적으로 

소셜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16.865=2.7315, 

p-value = 0.01428). 디지털 리터러시 레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 및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은 사회적 관계유지의 매개체 

디지털 그룹과 베이직 그룹 사용자 모두 사회적 관계유지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메시지, 통화보다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MIM)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레벨이 낮은 그룹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들은 스마트폰 사용 이유를 지인과의 연락으로 꼽거나, 타기능에 비해 

소셜 앱 사용은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게 연락하기보다는 가족, 친한 친구 등 비교적 제한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으며, 메신저를 통해 연락만큼은 주도적으로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디지털 그룹의 경우 밴드, 페이스북 등과 같은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베이직 그룹은 타인에 의해 초대된 경우에 

눈으로만 확인하거나 좋아요와 같은 간단한 감정표현만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들은 대중적인 소통 창구가 아닌 새로운 커뮤니티는 

사용할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저는 MIM(카카오톡)을 하려고 스마트폰을 사게 된거에요. 이것만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랑 연락할 수 있잖아요. 요즘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더라구…문자를 보내봤으니까 이거 하는건 어렵지 않거든”(P05) 

 

“연락이야 늘 하던사람이랑 하는 것 같아요. 주로, 남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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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한테 계속 연락오니까 안부를 묻고, 이걸로 약속잡고 그래요. 가끔 

프로필 사진 바뀐거 보고 연락하기도 하고…”(P06) 

 

“다른건 안써요 뭐가 있는지 잘모르기도 하고. 나야 뭐 친한 

사람들이랑 연락하려고 쓰는거지.. 그거 말고는 거의 핸드폰을 안쓰는 것 

같은데?”(P05)  

 

“친구가 알려줘서 깔았는데 어느날 보니까 초대가 되어있더라고, 내가 

글을 올리고 하진 않는데 알림(BAND아이콘) 누르니까 동창들이 

다모여있더라고, 내가 글을 쓰진 않고 가끔 좋아요 이런거 누르고 그래요 

…이것 말고 다른건 안해요. 사실 뭐가 뭔지 잘 몰라서.”(P04) 

 

“친구들은 잘 몰라서 내가 그룹 만들어서 초대하고 다 하는 방법 

알려주고 그랬지…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지 다들 금방 잘 못하더라고 

글도 늘 쓰는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P01) 

 

(2) 일상생활 속 소통의 장소 

중요한 이야기보다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MIM서비스의 경우 시간때우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주된 수단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이모티콘, 사진 공유에 재미를 붙이고 있었으며 저마다 

특색이 있는 방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특히,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은 개인 대화방 보다는 그룹 대화방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었다.  

 

“사실 뭐 중요한 이야기를 길게 나누는 것은 아닌데, 친구나 

가족들이랑 현재 내 상황을 알리거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요…그게 재미지 뭐.”(P02) 

 

“우리 딸이 얼마전에 시집을 가서…매일 연락을하거든요. 요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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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은 몇스푼을 넣나 이런 것도 물어보고, 요즘엔 특히 이걸 많이 붙잡고 

있는 것 같네”(P05)  

 

“그룹 대화방에서는 모두에게 공유하고 싶은 동영상, 사진, 글을 자주 

공유하고 그래요. 재미있거나 좋은 말들 공유하기도 하고 심각한 말보다는 

누구든지 봤을때 부담없는 것들을 보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P01) 

 

“이모티콘이 똑같으면 재미없잖아.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나만의 이모티콘을 보내는게 좋은 것 같더라고…그래서 

좋은그림 있으면 저장해놓고 찾아서 쓰고 그래요.”(P06)  

 

5.3.2. 앱 사용 행태의 차이 

소셜 앱을 제외하고 앱 유형별로 베이직 그룹과 디지털 그룹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유틸리티, 엔터테인먼트, 브라우저, 기타 앱에 관하여 

사용시간과 사용빈도를 살펴본 결과 그룹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세한 통계적 수치는 [표 13]에 서술하였다.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터뷰를 통해 베이직 그룹과 디지털 그룹 간에 앱사용에서 

나타나는 차이 및 특이점을 서술하였다. 

[그림  20] 나만의 이모티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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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른 유형별 앱 차이 

항목 
평균 

t-value p-value 
베이직 그룹 디지털 그룹 

유틸리티앱 

사용시간(초) 
874.9 1009 -0.32709 0.7472 

엔터테인먼트 앱 

사용시간(초) 
686.0 1893.0 -0.70493 0.4993 

브라우저 앱 

사용시간(초) 
1107.7 1068.6 0.076468 0.9399 

기타 앱 사용시

간(초) 
233.9 194.4 0.40077 0.6929 

유틸리티 앱 

사용횟수(회) 
27.0 21.0 0.73163 0.4726 

엔터테인먼트 앱 

사용횟수(회) 
2.4 2.9 -0.34779 0.7316 

브라우저 앱 

사용횟수(회) 
7.6 6.9 0.22911 0.8211 

기타 앱 

사용횟수(회) 
5.27 3.95 0.69015 0.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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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탐색 습득 및 탐색 방법의 차이 

디지털 리터리시의 레벨에 따라 스마트 폰에서 새로운 정보 습득 및 

탐색하는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디지털 그룹의 경우,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네이버, 크롬 등의 브라우저를 활용하여 검색하며,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이것저것 도전해본다고 답했다. Kim(2016)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젊은층과 유사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매 순간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Kim, 2016) 그러나, 

베이직 그룹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 과정에서 모르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곧장 사용을 중지하고, 사람을 주된 정보원이라고 생각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고 답했다. 베이직 그룹과 디지털 그룹 모두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사회, 경제 등에 관련된 이슈를 쉽게 접하고 있었으며, 이들 

모두 PC보다 모바일 사용을 선호한다고 언급하였다. 

 

“모르는 게 있으면 난 우리 딸한테 물어봐. 내가 괜히 잘못 누르면 

요금이 나갈 수도 있고 무섭더라고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전 

잘모를땐 그냥 꺼버려요.”(P05) 

 

“글쎄요 웬만한 건 다 알아서…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검색해봐요. 

검색은 분야 가리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드라마 

보다가 여자배우 본명이 궁금해서 검색해봤어요.”(P01) 

 

“뭘 물어봐요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나오는데?.”(P02) 

 

“이게 또 익숙해지니까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자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철이나 주로 이동할 때 

잠깐잠깐 들어가서 기사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알고 그래요.”(P06) 

 

(2) 앱 사용의 다양성 vs. 획일성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사용자는 다양한 앱의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었지만, 베이직 그룹은 기능은 알고 있지만, 사용법은 모르고 



 

 58 

있다고 답하였다. 베이직 사용자들은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교통 등과 같이 

익숙해진 앱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금융, 온라인 쇼핑 기능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금융과 모바일 

쇼핑에 대해서 기능 및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불신감, 

보안 등의 이유로 배우거나 사용해 볼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반대로, 

디지털 리터러시 레벨이 높은 사용자의 경우 앱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앱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금융 및 쇼핑은 편리함, 간편함 등의 이유로 

지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디지털 그룹의 경우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베이직 그룹의 경우 소셜 앱 기능에 집중하며 타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다. 

 

“은행 앱은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은행가는 게 귀찮아서 직접 

안가고, 웬만한 것은 모바일 앱으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걱정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고 나서 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쓰는 것 

같아요.”(P02)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쇼핑 앱 들어가서 괜찮은 거 있나, 필요한 거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그래요, 가격도 그렇지만 시간이 없어서.”(P01)  

 

“저는 딱 쓰는 것만 써요. 쇼핑하는 거나 은행 이런 것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난 못해. 아니 하고 싶지 않더라고...먹을 것은 일단 못믿겠고, 옷도 

입어보고 사야지.”(P16) 

 

“이것저것 그냥 다해봐요. 이젠 뭐 재미있다기보단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라…지갑은 까먹어도 스마트폰 까먹고 외출해본 적이 

없다니까요.”(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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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요약 

이 연구에서는 시니어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데이터인 앱 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용행태 및 특이점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설문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하여 디지털 레벨에 따라 사용자를 유형화하였다. 둘째, 

노년층 사용자의 스마트폰 앱 로그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인터뷰를 

통해 사용 행태에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을 더 깊이 있게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1: 노년층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는 어떠한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시니어 사용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레벨에 

따라 다른 비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카카오톡은 문자와 전화보다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의 레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빈도와 하루에 사용하는 앱의 개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능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고 

늘 사용해 오던 한정된 앱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에 

선행돼 온 연구와 비교할 때 사용시간 및 횟수에서 노년층은 나이에 비해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여성의 경우, 남성의 

약 두 배 가까운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주로 

커뮤니케이션 관련 앱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남성의 경우 

특정 앱에 한정하지 않고 비교적 다양한 앱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문제 2: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라 나타나는 시니어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는 어떠한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의 레벨에 따라 사용자를 ‘베이직 그룹’과 ‘디지털 그룹’ 두 

그룹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으며, 그룹별로 스마트폰 사용행태에는 나타나는 

차이 및 특이점을 확인하였다. 베이직 그룹은 디지털 그룹보다 다양한 

카테고리의 앱을 사용하기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 사용에 치우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디지털 리터러시 레벨이 낮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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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앱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은, 특히 베이직 

그룹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매개체 

역할이나, 일상생활에서 소통할 수 있는 주된 장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레벨에 따라 스마트 폰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탐색하는 방법이 다른 것을 파악하였다. 디지털 그룹은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고 있었지만, 베이직 

그룹은 사람을 주된 정보원으로 삼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사용자는 다양한 앱의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이직 그룹의 경우 기능은 알고 있지만, 사용법은 모르고 

있었으며, 더더욱 제한적인 앱만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들은 모바일 금융과 쇼핑과 같은 앱 사용에 대해 경험 부족, 불신감, 

보안등의 이유를 밝히며 소극적이며, 소수의 앱에 의존하는 경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유지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 2 절 시사점 

이 연구는 지금까지 시니어를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회 통념적 

단편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았던 기존 연구와 달리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관점에서 시니어를 연구하였으며,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니어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행태를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로 인해 추후 디지털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시니어 연구를 할 때 이 

연구보다 더 나은 실증적 연구 전략을 세우는 데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새로운 측정 방안으로서 로그데이터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세 가지 관점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어떤 항목에 대해서도 디지털 능력에 따른 그룹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설문 방식은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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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측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경향을 파악하였고, 선행연구에서 역시 같은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그데이터는 비침투적으로 정확하고 자동으로 

사용자의 실제 행동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앱 유형, 사용 시간, 앱 스위칭 등의 요인들은 향후 디지털 

리터러시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초석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장년층을 포함한 시니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모바일 이용요소를 파악하여 추후 시니어 관련 영역에서 확장 가능한 

실증적인 가치 및 전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첫째, 이 연구는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객관성을 확실히 

확보하기에는 데이터가 다소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 참여자 수가 

적어 시니어층 스마트폰 사용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었으나, 시니어층 전 인구를 고루 아우른 결과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수의 연구 참여자를 확보하여 시니어 세대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 및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앱 사용으로만 제한을 두고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앱 로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Wifi, 

GPS 등 다양한 센서데이터를 활용하면 위치정보 및 신호정보까지 다양한 

맥락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패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의 측정 방식에서 문화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기준은 해외에서 만들어진 

기준으로, 문화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향후, 국내에 적절한 다른 

요인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래한 정보기술(IT) 시대에 시니어층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던 로그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 가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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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니어층을 시니어라고 해서 다 같은 시니어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 

디지털 활용능력 등과 같이 향후 노인사회에 맞는 새로운 관점으로 모바일 

사회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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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시니어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조사 연구] 

안녕하세요. 설문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진행 중인 “시니어의 

스마트폰 사용행태관련 조사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 분석을 통해 미래 중장년층의 

모바일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서비스 및 전략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로서,  순수한 학문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 집단이나 기관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설문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참여자는 언제든지 

설문응답 및 설치한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재 

및 수집된 개인정보들은 보호되며, 연구 목적 의외로 사용 되지않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참여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본 

설문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구 책임자: 김유리031-888-

9074)으로 연락주십시오. 

 

연구    개요 

연구 담당자 

및 연락처 
연구 책임자 김유리(031-888-9074/yoori@snu.ac.kr) 

연구 참여자

의 참여 절차 

및 방법 

1)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owballing을 통한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  

2)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용행태를 파악하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약 2주) 

3)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페이지: 스마트폰 사용 활용 정도 및 용도를 묻는 형

식, 스마트폰 사용 능력 정도에 대해 4점 scale Likert 척도로 답

하는 형식, 스마트폰에 관련된 이미지 화면을 보고 답하는 형식, 

추가로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나이, 성별, 직업)등을 묻는 문

항이 추가되어있음 



 

 71 

연구 참여자

에게 예상되

는 위험 및 

이득 

귀하는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

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미래 시니어계층의 모바일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연구가 될 것입니다. 본 연구 

참여에 있어 예상되는 위험성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 이

지만,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의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 

모든 참여자의 정보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Subject 

ID를 사용함으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가능성은 없습니다.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연구의 

답례가 주어집니다. 

개인정보 제

공 및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모든 수집된 정보들은 연구목적의외에 사용 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기관 및 연구 담당자 의외의 제 3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을 것

입니다. 

-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필수적으로 받지 않으며, 수집

된 데이터는 신상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개개인의 식별 숫자를 

부여해서 관리합니다 

(설문지 배부 및 연구결과 수집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연

구 목적이 달성된 후 바로 폐기됩니다. 

동의에 철회

에 관한 사항 

연구참여자는 설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참여를 원하

지 않는 경우 중단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참여자가 평가한 항

목은 설문 결과에서 제외됩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      )    아니오 (      )     

  

참여자 성명 : ____________________          서명: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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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본인의 능력정도를 선택해주세요 (총 15 문항) 

1. 스마트폰 외관에 있는 버튼의 용도를 구분할 수 있다 

①매우 자신있다(  ) ②비교적 자신있다(  ) ③자신 없다(  ) ④매우 자신 없다(  ) 

2.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내가 찍은 사진(=셀카)으로 바꿀 수 있다 

①매우 자신있다(  ) ②비교적 자신있다(  ) ③자신 없다(  ) ④매우 자신 없다(  ) 

3. 스마트폰의 충전과 관련된 기기를 구별 할 수 있다 

①매우 자신있다(  ) ②비교적 자신있다(  ) ③자신 없다(  ) ④매우 자신 없다(  ) 

4. 스마트폰으로 이메일(또는 카톡)을 작성하고 보낼 수 있다 

①매우 자신있다(  ) ②비교적 자신있다(  ) ③자신 없다(  ) ④매우 자신 없다(  ) 

5. 검색엔진(ex. 네이버, 구글)을 사용할 수 있다 

①매우 자신있다(  ) ②비교적 자신있다(  ) ③자신 없다(  ) ④매우 자신 없다(  ) 

6. 스마트폰에서 모르는 번호 및 문자로 연락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다  

①매우 자신있다(  ) ②비교적 자신있다(  ) ③자신 없다(  ) ④매우 자신 없다(  ) 

7.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①매우 자신있다(  ) ②비교적 자신있다(  ) ③자신 없다(  ) ④매우 자신 없다(  ) 

8. 스마트폰으로 메모를 하거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①매우 자신있다(  ) ②비교적 자신있다(  ) ③자신 없다(  ) ④매우 자신 없다(  ) 

9. 스마트폰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결제(구매)할 수 있다. 

①매우 자신있다(  ) ②비교적 자신있다(  ) ③자신 없다(  ) ④매우 자신 없다(  ) 

10. 스마트폰으로 사칙연산(+, -, ×, ÷)계산을 할 수 있다  

①매우 자신있다(  ) ②비교적 자신있다(  ) ③자신 없다(  ) ④매우 자신 없다(  ) 

11. 스마트폰에서 문자(또는 카카오 톡에서 받은 메시지)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할 수 있다 

①매우 자신있다(  ) ②비교적 자신있다(  ) ③자신 없다(  ) ④매우 자신 없다(  ) 

12. 스마트폰에서 파일 종류(예. 사진, 문서 등)를 구분해서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다 

①매우 자신있다(  ) ②비교적 자신있다(  ) ③자신 없다(  ) ④매우 자신 없다(  ) 

13.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다른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 

①매우 자신있다(  ) ②비교적 자신있다(  ) ③자신 없다(  ) ④매우 자신 없다(  ) 

14.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①매우 자신있다(  ) ②비교적 자신있다(  ) ③자신 없다(  ) ④매우 자신 없다(  ) 

15.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①매우 자신있다(  ) ②비교적 자신있다(  ) ③자신 없다(  ) ④매우 자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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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모든 문제는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답을 선택해주세요(총 16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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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기본 인구통계학적 질문 

1. 연구자에게 부여받은 숫자를 기입해 주세요 (예시. 17번)                          

(                              번 ) 

2.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만 나이)?                                                         

(                               세 ) 

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   )     ② 여  (   )  

4. 귀하의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대학수학 이상(   )   ④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5.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디바이스의 종류에 모두 중복 체크해주세요 (가정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디바이스, 회사에서 업무 때문에 사용하는 디바이스 모두 포함)     

① 데스크탑 PC  (   )  ② 노트북  (   ) ③ 스마트폰 (   ) ④  태블릿 (  ) 

6.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폰을 사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①6개월 미만(   )②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1년 이상 2년 미만(  )④3년 이상 

(  ) 

7. 현재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①3번 미만  (   ) ②3번 이상 7번 미만 (   ) ③7번 이상 15번 미만(   )④  15번 

이상 (  ) 

8. 스마트폰의 주된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업무 (   )      ② 개인적인 용도   (   )    ③ 둘 다 (   )      

9.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 능력을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혀 능숙하지 않다 능숙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능숙하다   매우능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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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enior’s 

Smartphone Usage patterns based on 

their Digital Literacy Levels 
 

- A Smartphone Log Data Analysis – 

 

Yoori Kim 

Program in Digital Contents and Information Studies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oday, the rapid increase of aging population as well as the advent of 

mobile technologies have shed light on smartphone literacy. This has made it 

all the more important not only for the industries but also for the government 

to get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n individual’s level of ability to 

utilize a smartphone in his or her daily life.  

This study has taken a solution-oriented approach in exploring 

smartphone usag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in using mobile devices. For such 

a goal, it collected log data of all smartphone usage behaviors of senior users. 

In particular, this study has focused on “digital literacy” of senior population 

who has been somewhat marginalized in user research. In order to get 

empirical results, it has taken the following steps. First, users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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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digital literacy levels, based on survey results. 

Second, smartphone application (“app”) usage log data has been collected and 

analyzed in order to categorize smartphone app’s. Finally, interviews were 

taken in order to further investigate differences in smartphone us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atterns of smartphone 

usage from the senior users, such as in usage time, frequency and the app 

categories, were identified. For seniors in this study, a notable tendency was 

found to use only a small number of apps, and mostly chat and 

communication apps. Also, participants maintained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app’s, but per app real usage was relatively high. App’s for social 

networking services such as KakaoTalk and Message were usually used for 

the longest time, and for utility app’s, a frequent re-access pattern was found.  

Second,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different usage patterns in the senior 

users group were investigated. Seniors’ digital literacy level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ound to be related to different behavioral 

characteristics in using a smartphone. For example, the lower the literacy level, 

the more frequent the re-access of an app. Social networking services app’s 

were the ones that were most frequently logged back in again by a user in a 

short amount of time. Furthermore, social networking services app’s played a 

major role in maintaining social relationships and supporting day-to-day 

communications. Finally, means of information seeking and acquisition as 

well as utilizing app’s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digital literacy level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have only regarded seniors as an older 

generation, this study has suggested digital literacy as a novel approach in 

studying senior population. Also, it contributes data-driven results based on 

seniors’ smartphone app usage log data. Hence this work will be of useful 

reference in formulating strategies in future empirical studies on seniors from 

a digital literacy perspective.  

Yet limitations of this work include lack of large scale data due to 

difficulties in target sampling. It has also illustrated the need for research in 

gerontology that seeks new methods in studying seniors in the advent a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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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technologies.  

 

Keywords : Smartphone Literacy, Digital Literacy, Seniors, Log data,  

Smartphone, Usage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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