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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재 한국은 기대수명 연장 및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의 진전으로 

일상생활의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있으며, 디지털 

기기가 노년기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인의 

디지털 기기 이용은 노년기 역할 상실과 사회적 단절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삶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성공적 노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디지털 기기 이용은 

제한적이다. 이는 성별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를 달리 형성해왔던 노인 

집단 내에서 기기 접근 및 활용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건강자원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COVID-19로 온라인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노인의 디지털 취약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지만 

성별을 고려한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활용과 관련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접근수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 활용수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하여 성별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서 서울시 일개 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 1,22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수의 

경우 인구∙사회경제적, 건강 관련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수준은 각각 스마트폰 보유 여부와 SNS 모임 개수 및 참여 

빈도로, 정신건강은 외로움과 스트레스로 구분하였다. 통계 분석은 

연구대상자의 스마트기기 접근∙활용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사회경제적 및 건강 관련 요인과 

스마트기기 접근∙활용수준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남성, 

여성노인 집단에 대하여 이부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보았으며, 스마트기기 

접근∙활용수준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노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76.2%였으며 남성이 

79.2%, 여성이 73.9%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접근수준 차이를 보였다. 

SNS 활용수준에서는 전체 노인의 평균 SNS 모임 개수는 0.67개, 

일주일간 평균 SNS 참여 빈도는 1.03회였다. 스마트기기 접근∙활용 

관련요인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노인 모두 스마트폰 보유 여부와 연령, 

교육수준,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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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노인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 여부가, 여성노인의 경우 소득수준, 

만성질환 개수가 각각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SNS 모임 개수의 경우, 

남성과 여성노인 모두 사회활동 참여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여성노인은 연령, 혼인상태, 교육∙소득수준이 유의했다. SNS 

참여 빈도의 경우, 남성노인은 연령, 신체활동 수준이, 여성노인은 

교육∙소득수준, 만성질환 개수,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SNS 참여 빈도와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스마트기기 접근∙활용수준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는 여성노인에 한해서만 스마트폰 보유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외로움의 경우 남성과 여성노인 모두 SNS 모임 개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SNS 참여 빈도는 남성에 한해서만 유의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활용수준 뿐만 아니라 

그 영향요인, 그리고 정신건강과의 관계까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노인 집단 내 다양성, 특히 

COVID-19 상황에서 더욱 디지털 영역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노인을 고려한 디지털정보화 격차 해소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기기 이용은 외로움과 스트레스에 

대하여 상반된 영향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를 기초로 이와 관련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정보화 시대 속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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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 

의 발전과 함께 보건의료서비스가 디지털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ICT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디지털 헬스케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예방·관리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병관, 2019). 특히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이 보편화됨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통한 건강상의 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스마트기기를 통한 디지털 기기의 활용은 ICT 기반의 

보건의료환경에서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건강증진행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상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Curtis, 2015; 남궁현경 외, 2017). 한편 2020년 

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언택트(Untact)사회가 

도래하였다. 이에 사람들의 일상은 크게 바뀌었으며 스마트기기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가 미치는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이 

존재한다. 그중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노인이 대표적이며, 특히 

노인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내에서도 스마트기기 보유율 및 활용 역량 

수준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디지털 

정보격차실태조사에 의하면 2020년 기준 노인의 디지털정보화수준①은 

약 68.6%로 4대 정보취약계층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따라서 COVID-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사회의 과학기술적 발전은 

일반인을 기준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정보취약계층(특히 노인) 

에게는 사회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성봉근, 2020). 이러한 

 
①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접근, 역량, 활용의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접근 수준

은 컴퓨터･모바일 기기의 보유 및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를, 역량 수준은 컴퓨

터･모바일 기기의 기본 이용 능력을, 활용 수준은 컴퓨터･모바일 기기･인터넷의 

양적,질적 활용 정도를 의미한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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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디지털 취약성은 단순한 일상 속의 불편함을 넘어서 제한적인 

정보 접근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측면에서 연령차별주의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Seifert, A., 2020).  

한편 노인의 디지털 취약성은 팬데믹 상황에서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외부활동을 차단하고 가족, 

친구 간의 대면 모임과 소통을 제한하여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스트레스, 우울 등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이 

보도된 바 있다(Pierce, Matthias et al., 2020; David, 2020; Van 

Jaarsveld, G. M., 2020). 이에 사람들은 스마트기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지인에게 안부인사를 전하며, 기존에 참여해왔던 여가 및 종교활동을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참여하는 등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존의 아날로그적 

소통 방식에 익숙한 노인은 이러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상당한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남궁은하, 2021). 이처럼 팬데믹 

상황에서 노인의 디지털 취약성은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노인의 디지털 취약성과 관련하여 성(gender)에 주목하여 

사회적 맥락에서 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노인의 경우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육 및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가 

남성노인에 비해 제한적이었으며 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 

현상이 빈번하였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맥락 하에서 성별은 생애주기에 

거쳐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형성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자원에의 

노출 및 경험 차이를 유발하였다(강이수, 2018; 구자순, 2007; 정재기, 

2011). 이처럼 성별은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스마트기기에 대한 접근과 그 활용수준에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를 형성해왔던 노인 집단 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디지털 건강 자원에 대한 접근성 

차이로 이어져 건강불평등으로 귀결될 수 있다(Crawford, A., & Serhal, 

E., 2020). 이렇듯 스마트기기 이용을 비롯한 ‘디지털 참여(Digital 

Inclusion)’ 수준의 성별 차이는 정보화사회에서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 차이에 기여할 수 있기에 연령과 성별이라는 

두 변수에 주목하여 노인의 디지털 취약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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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ck, Cynthia J., et al, 2021; 성봉근, 2020; 전경숙, 2008).  

그간 노인의 디지털 기기 접근 및 활용 관련 연구들은 주로 

정보격차 관련 실태조사의 일부로서 전체 노인 집단의 디지털 취약성을 

보고하는 것에 그쳤다(민영, 2011; 안정임&서윤경, 2014). 노인 

집단만을 고려한 연구 역시 인터넷이나 개인컴퓨터(이하 PC)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으며(김봉섭&김정미, 2009; 김판수 외, 2014; 김희섭 외, 

2014; 백기훈 외, 2015; 주용완 외, 2011),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기기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김지현, 2020; 

남궁현경 외, 2017; 장영은, 2019; 임정훈 외, 2020). 아울러 노인의 

디지털 기기 이용과 정신건강 관련 선행연구는 삶의 질, 만족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으며 실질적인 노인의 정신건강 수준에 대한 

고찰은 제한적이다(김명용&전혜정, 2017; 황순현, 2017; 황현정&황용석, 

2017). 그러나 노인집단은 성별, 교육∙소득수준, 경제활동 등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집단 내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으며(이윤경 외, 

2020) 이에 따라 스마트기기 접근∙활용수준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성별의 경우, 디지털 이용의 주요한 

영향요인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차이를 고려한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 및 활용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는 아직 한 두편에 

불과하다(김수경 외, 2020; 주경희 외, 2018).  

더욱이 일반 노인에 비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스마트기기 보급률과 그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기에 COVID-

19에 대한 직접적인 감염 뿐만 아니라 이로 파생하는 여러 건강 문제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COVID-19 하에서 성별에 

따른 취약계층 노인의 디지털 취약성과 정신건강에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나, 이를 모두 포괄하는 국내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는 도시 취약지역 거주 노인의 

스마트기기의 접근∙활용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성별에 주목하여 살펴보고, 

관련 요인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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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취약지역 거주 노인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접근성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 

활용수준과 정신건강(외로움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노인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건강관련 특성에 따라 

스마트기기 접근 및 활용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성별을 중심으로 그 

영향요인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취약지역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수준은 어떠한가? 

 

2.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 및 활용수준이 그들의 정신건강(외로움과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성별에 따라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 및 활용수준이 정신건강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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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2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절에서는 디지털 기기 접근 및 

활용과 정신건강 간 관계 연구 수행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 문헌의 고찰결과에 기반하여 구성하였다. 제 2절에서는 노인의 

디지털 기기 접근 및 활용 현황과 의의, 그리고 관련 요인을 살펴본 

문헌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제 3절에서는 정보사회 속 노년기 

정신건강과 디지털 기기와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관련 문헌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제 1 절  이론적 틀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서 디지털 기기 이용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한 Scheerder et al.(2017)과 Crawford, A., & 

Serhal, E.(2020)의 Digital Health Equity Framework(이하 DHEF)에 

기반하여 이론적 틀을 구성하였다. Crawford, A., & Serhal, E.(2020)의 

DHEF는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WHO의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이하 SDOH)을 발전시킨 모형으로 디지털건강격차가 개인적, 

사회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양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DHEF에 의하면 

정보사회 속 노인의 디지털 참여(Digital Inclusion) 수준은 사회적 

위치(Social Location)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사회적 위치는 

사회문화적 요소(성별, 인종, 연령)과 사회경제적 요소(교육수준, 

경제수준, 경제활동)로 구성되는데 이는 생애주기에 거쳐 사회적 계층을 

형성한다. 그리고 사회계층화 현상(social stratification)의 결과로서 

사회적 희소가치인 권력(power), 명예(prestige), 자원(resource)의 

불평등한 분배가 발생하게 된다. 정보사회 속에서 사회적 가치의 

불평등은 곧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과 그 활용수준 격차로 확장되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정보자원의 범위까지 결정짓게 된다. 뿐만 아니라 



 

 6 

사회적 위치는 개인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과 결합 및 상호작용하여 건강 

관련 위험(health-related risk)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까지 영향을 미쳐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COVID-19 이후로 기존의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② 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팬데믹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대두되었으나, 이전에도 

사회에 깊이 내재되어있던 기존의 정보격차가 COVID-19로 인해 

심화되었다. 이에 COVID-19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취약계층 노인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 및 활용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Van 

Jaarsveld, G. M., 2020; Ammar, Achraf et al, 2021). 

 

 

[그림 1] Digital Health Equity Framework (Crawford, A., & Serhal, 

E. ,2020 재구성)  

 

 

 

 

 

 

 

 

 

 
② Digital health is defined as “the field of knowledge and practice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and use of digital technologies to improve 

health”(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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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보화와 노인의 디지털 참여 

 

 

1.  노인의 디지털 참여 

 

일상영역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역량을 

가리키는 디지털 참여(digital inclusion)는 정보화사회 속 디지털 전환 

추세에 대응하여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이른바 디지털 웰빙(digital well-

being)③에 영향을 미친다(Seifert, A., 2020; Sieck, Cynthia J., et al, 

2021; 김이수&최예나, 2020). 마찬가지로 노인의 디지털 참여는 

노년기에 흔히 경험하는 소외 및 역할 상실 등 적응의 과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노후의 삶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engagement)를 통해 성공적 노화에 기여할 수 있다(Busch, Peter 

André, et al., 2021; Peter André, et al, 2021). 신체적, 인지적 노화를 

겪고 있는 노인으로 하여금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외부와의 소통을 

용이하게 하여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동시에 일상에서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나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Chopik, W.J, 2016). 이와 같이 노인의 디지털 

참여는 일상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가 건강 관리, 

독립적인 생활의 유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Chen, Y. R. R., & Schulz, P. J., 2016; 김명용,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정보화수준이 낮은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디지털 참여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정보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중 디지털정보화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노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디지털정보화수준은 정보통신기기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역량∙활용수준으로 구분되는데 노인의 경우 그 수치가 모두 

하위권으로 4대 정보취약계층 내에서도 디지털 취약성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  

 

 
③ 정보화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이 개인 또는 집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나

타나는 삶의 만족도(Florifi, 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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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0년도 4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단위: %) 

구분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디지털정보화수준 

접근 95.4 92.8 98.3 94.8 

역량 74.2 53.7 92.5 69.0 

활용 81.4 71.4 96.1 76.9 

(출처 : 2020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아울러 2020년 기준 일반 국민의 모바일 스마트기기 보유율은 92.3%인 

점에 비해 노인의 보유율은 77.1%이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유율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성별의 경우 남성노인의 스마트기기 

보유율은 80.6%인 것에 비해 여성노인의 보유율은 74.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그림 2]. 이와 같이 제한적인 디지털 참여수준으로 인해 

노인은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가 제공하는 혜택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될 여지가 있다(Van Jaarsveld, G. M., 2020; 

Busch, Peter André, et al., 2021). 그러나 이를 토대로 전체 노인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이 저조하다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집단 내 

다양성과 그에 수반되는 디지털 참여수준 차이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PC∙인터넷∙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를 꾸준히 이용해왔던 베이비붐세대가 

노인 집단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의 경우 노인 집단에 

속해있더라도 청장년층에 견줄만한 디지털 참여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 집단 모두가 디지털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간주하기보다는 노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이들의 디지털 기기 접근 

및 활용 행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지현, 2020).  

 

[그림 2] 2020년도 고령층의 모바일 스마트기기 보유율 

 
 (출처 : 2020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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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의 디지털 기기 접근 및 활용 관련 요인 

 

     디지털 기기 접근∙활용 관련 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이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전까지는 PC나 인터넷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졌었다. 이후 정보화 사회에 진입하여 뉴미디어가 

대중화되고 ICT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스마트기기가 정보화의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단순히 접근성 차원에서 디지털 기기 

보유 여부에 따라 그 이용수준을 논해왔던 양적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가에 대해 바라보는 질적 측면으로 

논의가 확장되었다.  

     노인의 디지털 기기 접근과 활용수준에 대한 초기 연구는 개인 

컴퓨터(PC) 보유, 인터넷 접근 가능 여부, 인터넷 사용 빈도 등에 대한 

접근 가능 여부와 관련 요인을 살펴본 것이 대다수였으며 특히 노인 

집단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연령대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그 

수준을 비교하였다. 주용완 외(2011)에서도 2008년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의 인터넷 이용자실태조사 데이터를 2차 활용하여 국내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41,466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근∙활용과 관련 요인 

분석을 하였다. 인터넷 접근성의 경우 가정 내 개인컴퓨터(PC), 유선 

혹은 무선 인터넷 접근 가능 여부로, 인터넷 활용의 경우 정보 검색, 

커뮤니티 및 전자상거래 이용으로 각각 측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 

특성(연령, 성별, 교육수준, 고용상태, 거주 지역,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에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활용 

측면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활용수준 역시 높았다. 김판수 

외(2014)는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을 사회경제적 특성(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 경제상태, 

건강상태, 생활만족도)에 따라 분석하였다. 인터넷 이용 수준은 정보 

검색, 커뮤니티, 전자 거래 등 8개의 항목에 따른 이용 빈도로 

구성하였으며,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그 빈도가 더 높았다. 

     한편 스마트 모바일 환경의 도래로 인하여 기존 컴퓨터의 틀에서 

벗어난 정보기기인 스마트기기가 대중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노인의 

스마트폰 보급률 역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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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특히 스마트폰에 대하여 노인의 접근과 활용수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김지현(2020)에서는 2019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2차 활용하여 60세 이상 노인 3,11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 수준과 그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스마트폰 이용 수준은 

(1)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용 경험 여부 (2)자주 이용하는 어플리 

케이션 3순위 (3)문자, 인터넷, 이메일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수행 가능 여부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와 관계변수(결혼여부 및 현재 상태, 

가족구성원)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을수록 

스마트폰 이용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궁현경 

외(2017)은 2015, 2016 고령자 건강수준과 기능평가에 응답한 서울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1,605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이용과 그 관련 

요인을 사회경제적 격차 및 건강수준 차이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정보화 이용의 경우 스마트폰, 카카오톡 중 하나라도 이용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으며, 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구학적 요인(연령, 

성별, 혼인상태), 사회경제적 요인(학력, 경제활동, 경제상태, 사회적 

지지), 건강 지위 요인(주관적 건강수준)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 

성별, 교육수준, 활동제한과 건강수준이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다. 다시 

말해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활동제한이 

없을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화 이용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장영은(2019)는 충청북도 내 노인복지관 이용자인 65세 이상 

노인 289명을 대상으로 정보 수준과 그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정보 수준은 (1)스마트폰을 

생활에 이용하는 정도 (2)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카페 가입 및 참여 

등 활용 정도로 구성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사회경제적 특성(학력, 경제수준, 건강상태)로 분류하여 

정보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남성노인일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 및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정보 

수준이 높았다. 임정훈 외(2020)는 2017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데이터를 2차 활용하여 55세 이상 장노년층 2,300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디지털정보화수준은 PC, 

인터넷, 유무선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 역량, 활용수준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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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형태, 학력, 월소득수준,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로 구성하여 

베이비붐 세대와 노인세대간 영향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성별, 학력, 삶의 만족도가, 노인 세대의 경우 

가구형태, 삶의 만족도가 각각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일부 연구는 성별을 중심으로 노인의 디지털 기기 접근∙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주경희 외(2018)는 2017 

연령통합설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65세 이상 노인 340명에 대하여 

정보격차수준과 그 예측변인을 성별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정보격차 

수준은 PC, 인터넷, 무선인터넷 기기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 

정보역량, 활용역량으로 세분화하여 측정하였다. 그중 모바일 활용 

수준에 있어 성별, 연령, 경제적 지위, 동거가구원수가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동거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노인의 정보격차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김수경 외(2020)는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별을 중심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신체 

및 정신건강 요인과 디지털정보화수준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55세 

이상의 장노년층 1,66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디지털정보화수준이 높았다. 남성노인의 경우 비독거일수록, 여성노인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디지털정보화수준이 높아져 성별에 따른 영향요인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노인의 디지털 기기 접근 및 활용과 관련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실증연구 8편을 고찰하였다[표 2]. 그간 선행문헌에서 

다뤄왔던 디지털 기기 접근 및 활용은 크게 (1)PC, 유∙무선 인터넷 

(2)스마트폰 (3)전반적인 디지털 기기(PC,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를 

고려한 디지털 정보화수준으로 구분해볼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대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경제수준, 건강상태 

등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특성 변수가 디지털 기기 접근 및 

활용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었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 접근 및 활용과 관련하여 노인을 단일집단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집단 내 다양성에 주목하여 그 이용수준 차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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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디지털 기기 접근∙활용 관련 요인 고찰 문헌 

 

저자(연도) 연구대상(N) 독립변수 

PC, 유∙무선 인터넷 

주용완 외(2011) 
2008인터넷이용자실태조사 

(N=41,466)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학생) 

소득수준(+) 

김판수 외(2014) 
대구 경북 지역 거주  

60세 이상 (N=153) 

성별(남성) 교육수준(+) 경제상태(+) 

종교(-) 

스마트기기 

김지현(2020) 
2019 한국미디어패널조사 

60세 이상 (N=3,116) 

성별(남성) 연령(-), 학력(+) 소득(+) 

직업(+) 

남궁현경 

외(2017) 

2015,2016 고령자 

건강수준과 기능평가 

60세 이상 (N=1,605) 

성별(남성) 연령(-) 학력(+)  

활동제한(-) 주관적 건강(+) 

장영은(2019) 
충청북도 노인복지관 이용 

65세 이상 (N=289) 

성별(남성)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건강상태(+) 

디지털정보화수준 

임정훈 외(2020) 

2017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55세 이상 (N=2,300) 

가구형태(비독거) 삶의 만족도(+) 

주경희 외(2018) 
2017 연령통합설문조사 

65세 이상 (N=340) 

성별(남성) 연령(-) 경제적 지위(+) 

동거가구원수(+) 

김수경 외(2020) 

2018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55세 이상 (N=1,661) 

[공통] 교육수준(+) 경제수준(+)  

       삶의 만족도(+) 

[남성] 독거 여부(-) 

[여성]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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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스마트기기와 노년기 정신건강 

 

 

1.  노년기 외로움과 스트레스 

 

노화(Aging)은 생후 시간이 지나 나이 듦으로 인한 신체적, 인지적 

기능의 비가역적 변화가 축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질병에 대한 

감수성(susceptibility)이 점차 증가하고 사망 확률이 높아지는 과정을 

일컫는다(Harman, D., 1981). 이처럼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퇴행적 발달 과정이지만 이로 인해 겪게 되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악화 와 더불어 은퇴로 인한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위축 등 일반적으로 노화 자체와 그로 인한 변화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신체적 기능 감퇴로 인한 변화는 노인으로 

하여금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 하여 점차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져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이때 노인은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타인과의 사회적 소통이 점점 줄어들고, 노년기 

변화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을 야기하여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로움(Loneliness)과 스트레스(Stress)이다.  

외로움은 노인을 비롯한 전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정 

상태로, 심리적 요인은 물론 개인을 둘러싼 사회관계적 맥락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A. Rokach, 1996; Holmén, K., & Furukawa, 

H., 2002). 외로움은 개인이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규모나 그에 

대한 만족도가 본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노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배우자, 친지 등의 상실로 

인해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Şar, Ali 

Haydar, et al, 2012; Sanchez, Wendy, et al, 2015; 이현경, 손민성, 

&최만규, 2012; 방소연, 2014). 노년기에 겪는 외로움은 우울감, 

자살생각 등과 깊이 연관되어있으며, 장기간에 거쳐 전반적인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중요한 공중 보건 문제로 강조된 바 있다(Holt-Lunstad, J, 2017).  

한편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범위를 넘어서 본인의 

안녕 (Well-being) 상태에 위협감을 가한다고 인지하는 개인과 환경 간 

관계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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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노인의 경우, 노화로 인한 새로운 변화 과정에서 생물학적 

노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배우자, 친지의 죽음, 사회활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축소가 나타나는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노년기 변화에 적절한 대응 방식을 취하지 못할 경우, 노인은 

노화로 인한 새로운 영역에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그 결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노인 자살 

행위로 이어지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정호영&노승현, 2007; 이인정, 

2014). 

 

 

2.  노인의 스마트기기 이용과 정신건강 

 

노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개인은 신체적, 인지적 노화와 더불어 

사회적인 역할 상실과정에서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우울,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소통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노화로 인한 사회적 단절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의 의사소통 양상과 

방식은 빠르게 디지털 영역으로 전환이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기기의 보급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편리하게 기존 사회관계의 

유지는 물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까지 

가능하게 하였다(박소영&정순둘, 2019). 그러나 디지털 기기의 접근과 

활용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인의 경우 이전에 비해 사회적 관계와 

소통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이로 인해 노년기의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곧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이윤정, 2013; Chen, Y. R. R., & Schulz, P. 

J., 2016).  

한편 노인의 디지털 기기 이용은 정신건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선행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왔다. 황순현 

외(2017)은 국내 김해, 부산 소재 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65세 이상 

노인 5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그 기능별 사용 정도에 따른 우울감, 

고독감, 인지기능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현재 스마트폰 보유 여부로 

스마트폰 사용군과 비사용군으로 전체 연구대상자를 구분하였으며, 

스마트폰 사용군에 대하여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카메라, 

게임, 음악, 동영상  사용 여부를 통해 스마트폰 기능별 사용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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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유의하게 우울감, 고독감이 낮았으며, 인지기능 수준은 

높았다. 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에 스마트폰 사용이 노인의 

인지기능 유지나 향상에 도움이 되며, 우울감 및 고독감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스마트폰 기능별 사용 정도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사용군은 카메라, 음악, 동영상 등 기초적 기능에 대해서는 

높은 사용률을 보였으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률을 보여 다른 연령대 사용자에 비해 노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allantyne, Alison, et 

al(2010)은 호주 국적의 65세 이상 노인 6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법에 관하여 일대일로 교육하였으며, 교육 

중재 전후 시점에서 각각 심층 면접과 참여관찰법을 수행하였다. 교육 

중재 이후의 변화에 대해 질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은 외로움 감소에 매우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자들은 소셜 플랫폼을 활용하여 멀리 떨어져있는 

지인과 일상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위치서비스를 통한 주변의 새로운 

이웃과의 소통 및 만남을 형성하여 관심사를 나누는 등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Zhang, Kunyu, et al(2021)은 

미국의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자료를 2차 활용하여 50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중고령자 7,524명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외로움 간 관계를 파악하였다. 소셜 미디어 의사소통 수준은 

‘페이스북(Facebook), 화상통화 플랫폼 ‘스카이프(Skype)’ 등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가족, 친지들과의 연락 빈도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의 빈도가 높을수록 외로움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이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 접촉의 매개효과와 함께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 다시 말해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 접촉 수준을 증가시킴으로써 노년기에 발생하는 외로움 및 

고독감을 완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Wetzel, Britta, et al, 

2020는 COVID-19 유행 시기에 수행된 CORONA HEALTH APP 

연구를 바탕으로 독일의 18세 이상 이용자 364명에 대하여 소셜 

어플리케이션 이용과 외로움 및 사회적 웰빙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왓츠앱 (WhatsApp)’등 

총 10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지난 7일 동안 사용한 시간을 변수로 

사용하여 소셜 어플리케이션 이용 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이용시간이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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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이용자의 외로움과 사회적 웰빙에 영향을 미쳤다. 어플리케이션 

이용시간이 낮은 고령의 이용자의 경우 외로움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사회적 웰빙 상태 역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외에도 이현희와 

구상회(2011)는 노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올바른 활용이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고령친화적으로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현재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노인 

집단의 스트레스, 불안, 외로움 수준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곧 고혈압, 

뇌졸증, 관상동맥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수면의 질 저하, 우울 

증상, 자살생각까지 야기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Cacioppo, John T., et 

al, 2002; Beutel, Manfred E., et al, 2017). 이때 디지털 기기의 활용은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심리적 건강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대두되고 있다(Ammar, Achraf et al, 2021; Budd, 

Jobie, et al, 2020).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 이용이 오히려 정신건강을 

악화하는 측면도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L. Reinecke et al.(2017)는 

디지털 기기를 접하고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스트레스 반응, 이른바 

‘디지털 스트레스(Digital Stress)’ 개념을 소개하며,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의사소통 과다 (Communication Overload)'와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해야하는 압박감(Multitasking)’이 발생하여 오히려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상 본인의 콘텐츠(사진∙동영상∙게시글)에 대한 타인의 

반응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안감 혹은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되는 타인의 

일상을 접함으로써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기기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많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용 그 자체가 개인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L. 

Reinecke et al., 2017; Steele, R. G., Hall, J. A., & Christofferson, J. L. , 

2020; 김종태, 2020).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 비해 기억력, 논리력 

등 인지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 디지털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 이를 경험할 확률이 높지만, 정작 디지털 기기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스스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보고된 

바 있다(Saunders, Carol, et al, 2017; L. Reinecke et al, 2017).  

요약하자면 그간 선행연구들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기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수준을 다양한 변수로 구성하여 노인의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규명해왔다. 그러나 같은 정신건강 범주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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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이더라도 외로움과 스트레스는 디지털 기기 이용과 관련하여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황순현 외, 

2017)가 제한적이었으며 일부는 인터넷 이용 수준을 디지털 기기 활용 

변수로 넣어 다소 시대착오적인 양상을 보였다(Nimrod, G, 2020; Sun, 

Xinran, et al, 2020). 아울러 성별에 따라 국내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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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자료 

 

본 연구는 도시 지역 내 취약 소지역 거주 노인 대상 건강 격차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들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고려한 지역보건서비스를 

통해 건강불평등 완화 및 건강수준의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도시취약노인 대상 맞춤형 방문 건강웰니스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의 실태조사 자료를 2차 분석하였다. 위 연구는 

질병관리청과 서울시 중랑구 지원 하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참여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COVID-19가 확산 중인 2020년 11월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료의 일부 변수만을 추출 후 활용하여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 및 활용수준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스마트기기 

접근·활용과 정신건강 (외로움, 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면제대상 

승인을 받았다(IRB No. E2111/001-003).  

 

 

제 2 절 연구대상 

 

     ‘도시취약노인 대상 맞춤형 방문 건강웰니스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는 서울시 중랑구 내 두 개 동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사업 참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팀은 중랑구 보건소 공문 하에 사업 

대상 지역 거주 노인의 주소지를 제공 받아 연구팀 소속 조사원이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내용, 절차, 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후 참여 의사에 대한 동의 절차가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의 전반적인 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interRAI Check-Up, 고령화패널조사, 노인실태조사 등의 자료원 

으로부터 문항을 추출하여 재구성한 조사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중 주요 관심변수인 스마트폰 

보유 및 활용수준과 정신건강 설문에 결측 없이 응답한 1,22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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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디지털 기기 접근 및 이용 관련 

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Scheerder et al., 2017; Crawford & Serhal, 

2020; 주용완 외, 2011; 김판수 외, 2014; 김지현, 2020; 남궁현경 외, 

2017; 장영은, 2019; 임정훈 외, 2020; 주경희 외, 2018; 김수경 외, 

2020)와 디지털 기기와 정신건강 간 관계 관련 문헌 (Ballantyne, 

Alison, et al, 2010; L. Reinecke et al, 2017; Wetzel, Britta, et al, 2020; 

Zhang, Kunyu, et al, 2021; 이현희, 구상회, 2011; 황순현, 이혜진, 

하은희, 김소형, 정근경, & 최효진., 2017, 김종태, 조현, 조중범, & 

김대진.,2020)을 고찰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연구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그림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상태 요인, 건강행태 요인이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비롯한 정신건강 

수준과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3] 본 연구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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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변수 
 

 

     본 연구는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 및 활용 수준과 정신건강, 관련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스마트기기 접근 및 활용수준, 

정신건강과 관련 있다고 판단된 변수를 연구변수로 선정하였다[표 3]. 

 

 

1.  독립변수 

 

     선행문헌들을 참고하여 (1)인구학적 요인 (2)사회경제적 요인 

(3)건강상태 요인 (4)건강행태 요인으로 분류하여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성과 활용수준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인구학적 요인의 

경우 개인 고유의 인구학적 특성을, (2)사회경제적 요인의 경우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특성을, (3)건강상태 요인의 경우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특성을, (4)건강행태 요인의 경우 개인이 

일상적인 삶의 일부로써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위험을 예방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건강 유지를 위한 

일상활동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되었다(Walker, S. N., Sechrist, K. 

R., & Pender, N. J.,1987; 김예성, 2014). 선행문헌들을 근거로 하여 

인구학적 요인(연령, 성별, 혼인상태), 사회경제적 요인(교육 및 

소득수준, 경제활동), 건강관련 요인(만성질환 개수, 의사결정능력, 

기억력), 대체요인 (신체활동, 사회활동 참여)로 구성하였다.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경우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문항을 이용하여 

연령, 성별, 혼인상태, 교육 및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현재 

경제활동 여부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건강상태 요인으로는 만성질환 개수, 의사결정능력, 기억력을 

포함하여 노인의 신체적, 그리고 인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만성질환 개수는 한국형 노쇠 측정도구인 K-FRAIL(Korean version of 

the Fatigue, Resistance, Ambulation, Illness, and Loss of Weight)을 

사용하였다. 암, 고혈압, 심근경색, 심부전, 협심증, 뇌졸중 등 총 11개의 

질환 중 각각에 대하여 질병 진단 경험 여부를 묻고 ‘예’로 응답한 질환 

개수를 ‘0개’, ‘1개’, ‘2개’, ‘3개 이상’의 응답 범주로 구분하여 변수로 

재구성하였다. 의사결정능력과 기억력의 경우 인터라이 체크업(inter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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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Up) 평가도구를 기반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의사결정능력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과업에 대한 의사결정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어려움이 없음(=1)’부터 ‘다른사람이 대신 모든 결정을 해 

줌(=5)’의 응답 범주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기억력은 ‘얼마나 자주 

기억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를 질의하여‘전혀 그런 일이 

없음(=1)’부터 ‘항상 있음(=5)’의 응답 범주를 통해 파악하였다. 그리고 

일상활동에서의 결정능력과 기억력 각각에 대하여 ‘어려움이 

없음(=0)’과 ‘어려움이 있음(=1)’의 이진형 변수로 재구성하였다. 

     건강행태 요인의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개인의 일상 활동과 관련되어 신체적, 사회적 건강 영역에 대하여 각각 

신체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종교, 친목, 여가/레저, 자선단체)으로 

구분하였다. 신체활동은 국제신체활동 설문지인 IPAQ의 신체활동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최근 7일 동안 10분 이상 실시한 격렬한 신체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에 대해 각각 주당 일수, 일당 시간과 분을 

측정하였다. IPAQ 가이드라인를 참고하여 신체활동 측정 결과에 따라 

전체 연구대상자를 각각 ‘비활동군(Inactivity)’, ‘최소활동군(Minimally 

Active)’, ‘활동군(Active)’으로 분류하였다. 오프라인 사회참여 활동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문항을 이용하여 종교활동, 친목활동, 여가/레저활동, 

자선단체 활동 각각에 대하여 한달 내 정기적으로 해당 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예’또는 ‘아니오’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활동, 친목활동, 여가/레저활동, 자선단체 중‘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합산하여 총 횟수를 ‘0개’, ‘1개’, ‘2개’, ‘3개 이상’의 

4가지 응답 범주로 구분하여 범주형 변수로 재구성하였다. 

 

 

2.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 

      

     스마트폰은 대표적인 스마트기기 중 하나로서 현재 전 연령대에 

거쳐 국내 보급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한 전화기의 기능을 

넘어서 일상 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사회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노인의 

스마트기기 이용수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디지털정보격차실태 

조사와 최윤정(2013)의 ‘스마트폰 활용에 관한 측정지표 개발 연구’를 

참고하여 (1)접근 (2)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변수를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접근수준의 경우 PC, 인터넷 등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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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의 접근 가능성 혹은 기기 보유 정도를 의미하며, 활용수준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이용 및 정보 생산∙공유∙참여 등을 통한 활용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스마트기기 접근 수준은 현재 스마트폰 보유 

여부에 따라 스마트폰 보유자와 비보유자로 구분하여 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스마트기기 활용 수준의 경우 

카카오톡, 밴드,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이용 

여부와 이용 수준(SNS 모임 개수와 일주일 동안 사용 빈도)로 각각 

측정하였다.  

 

 

3.  정신건강 

 

     노인의 정신건강 수준은 (1)외로움 (2)스트레스로 구성하였다. 

외로움의 경우 인터라이 체크업(interRAI Check Up)으로부터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낍니까?” 문항을 추출하여 ‘외로움을 느끼지 

않음(=1)’부터 ‘매일 외로움을 느낌(=5)’의 5개의 응답 범주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스트레스의 경우 지역사회건강조사의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문항을 추출하여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음(=1)’부터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낌(=4)’의 4개의 

응답 범주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여기서 스트레스란 개인이 평소 

일상생활(직장 혹은 가사일) 중에 느끼는 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 

외로움과 스트레스 두 변수에 모두 대하여 1에 가까울수록 현재 외로움 

혹은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본 연구의 변수 

변인 측정 비고 

종속변수 

스마트기기 

접근 및 활용 

스마트폰 보유 
0 : 아니요 

1 : 예 
 

SNS 모임 개수 연속 (     )개 
카카오톡, 밴드,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 

가입 활동 모임 개수 

SNS 참여 빈도 연속 (     )회  
가입한 모임에 대한 

1주일간 참여 빈도 

정신건강 외로움 

1: 외로움을 느끼지 않음 

2: 특정 상황에만 외로움 
3: 가끔 외로움을 느낌 

4: 자주 외로움을 느낌 

5: 매일 외로움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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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1: 거의 느끼지 않음  

2: 조금 느끼고 있음 

3: 많이 느끼고 있음 
4: 대단히 많이 느끼고     

   있음 

평소 일상생활 중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 

0: 60대 

1: 70대 
2: 80대 이상 

 

성별 
0: 남성 

1: 여성 
 

혼인상태 
0: 기타 

1: 기혼 
이혼,별거,사별,미혼인 

경우 ‘기타(=0)’ 

사회경제적 

요인 

교육수준 

0: 무학  

1: 중학교   

2: 고등학교 이상 

 

소득수준 

0: 1분위 

1: 2분위 

2: 3분위 

3: 4분위 

월 평균 소득④ 

기초수급대상자  
0 : 아니요 
1 : 예 

 

경제활동  
0 : 아니요 

1 : 예 
현재 노동 여부 

건강상태 요인 

만성질환  

0: 0개 

1: 1개 

2: 2개 

3: 3개 이상 

Korean Frail Scale 

(K-FRAIL)의 

만성질환 11개 중 

진단 여부 

의사결정능력 
0:어려움이 없음(독립적) 

1:어려움이 있음(의존적) 

일상에서 

의사결정능력으로 인한 

어려움 여부 

기억력 
0:어려움이 없음(독립적) 
1:어려움이 있음(의존적) 

일상에서 기억력으로 

인한 어려움 여부 

건강행태 요인 

신체활동 

0: 비활동군(Inactive) 

1: 최소활동군 

   (Minimally Active) 
2: 활동군 (Active) 

한글판 단문형 IPAQ 

사용 분류 

사회활동 참여 

0: 0개 

1: 1개 
2: 2개 

3: 3개 이상 

한달 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한 

사회활동 개수 

(종교, 친목, 여가∙레저, 

자선) 

 

 
④ 월 평균소득은 총 4분위로 1분위(100만원 미만), 2분위(100만원 이상 200만

원 미만), 3분위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분위(300만원 이상)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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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에 주목하여 도시 취약지역 거주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 및 활용수준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스마트기기 접근 

및 활용과 정신건강(외로움, 스트레스)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이 수행되었다.  

     첫째, 연구대상 노인의 인구∙사회경제적 및 건강 관련 특성과 

스마트폰 접근 활용∙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의 빈도(%)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노인의 

인구∙사회경제적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접근과 활용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 또는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남성, 여성노인 집단에 

대하여 이부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현재 

스마트폰 보유 여부에 대한 확률을 예측하고자 전체 연구대상자를 

스마트폰 ‘보유자’과 ‘미보유자’로  구분하여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건강 

관련 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스마트폰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스마트기기 활용수준관련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스마트기기 관련 서비스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모임 참여 개수와 참여 빈도 각각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구∙사회경제적 및 건강 관련 요인을 

보정한 상태에서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 활용수준과 정신건강(외로움, 

스트레스)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모든 분석은 SAS version 9.4을 이용하여 시행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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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적 및 건강 관련 요인 특성 

 

     본 연구 대상 노인의 인구∙사회경제적 및 건강 관련 요인 특성에 

대하여 기술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요인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716명(58.4%), 남성 

509명(41.6%)이었으며 전체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3.2세(±SD 

5.8)이었다. 연령대의 경우 70대가 54.6%로 가장 많고 80대 이상이 

13.7%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연령 분포는 남녀가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기혼 비율은 

65.4%이었으며,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의 기혼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83.3%, 여성: 52.6%).  

     사회경제적 요인 특성은 교육수준, 소득수준, 경제활동 참여율, 

기초수급대상자로 살펴보았다. 전체 대상자의 교육수준의 경우 중학교 

졸업(56.7%), 고등학교 졸업 이상(26.8%), 무학(16.5%)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 비중은 각각 

37.9%(n=192), 18.9%(n=135)였으며, 무학의 비중은  남성노인이 

7.3%(n=37), 여성노인이 23.0%(n=164)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교육수준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월평균 소득으로 살펴본 전체 

연구대상자의 소득수준은 1분위(54.3%), 2분위(26.5%), 3분위 (12.4%), 

4분위(6.8%) 순으로 많았다. 가장 하위 소득수준인 1분위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노인의 비중이 높았다(남성: 43.6%; 여성: 61.8%). 

경제활동의 경우 전체 대상자의 25.1%(n=307)가 현재 경제활동 참여 

중이었으며 남성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4.1%로 여성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인 18.7%보다 높았다. 한편 전체 대상자의 10.9% 

(n=134)가 기초수급대상자였으며 남성과 여성노인의 기초수급대상자 

비율은 각각 10.6%, 11.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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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적, 건강 관련 요인 특성 

N=1,225 

 

변수 구분 
전체 남성 여성 

n % n % n % 

성별 
남성 509 41.6 . . . . 

여성 716 58.4 . . . . 

연령 

Mean±SD 73.2±5.8 73.3±5.8 73.1±5.7 

60대 388 31.7 161 31.6 227 31.7 

70대 669 54.6 277 54.4 392 54.8 

80대 이상 168 13.7 71 14.0 97 13.6 

혼인상태 
기혼 800 65.4 424 83.3 376 52.6 

그외 424 34.6 85 16.7 339 47.4 

교육수준 

무학 201 16.5 37 7.3 164 23.0 

중학교 692 56.7 277 54.8 415 58.1 

고등학교  

졸업 이상 
327 26.8 192 37.9 135 18.9 

소득수준 

1분위 665 54.3 222 43.6 443 61.8 

2분위 325 26.5 170 33.4 155 21.7 

3분위 152 12.4 74 14.5 78 10.9 

4분위 83 6.8 43 8.5 40 5.6 

경제활동 
예 307 25.1 173 34.1 134 18.7 

아니오 918 74.9 336 65.9 582 81.3 

기초생활수급자 
예 134 10.9 53 10.6 81 11.3 

아니오 1091 89.1 456 89.4 635 88.7 

만성질환 

Mean±SD 1.4±1.1 1.3±1.1 1.5±1.1 

없음 259 21.1 126 24.8 133 18.6 

1개 428 34.9 192 37.7 236 33.0 

2개 358 29.2 131 25.7 227 31.7 

3개 이상 180 14.7 60 11.8 120 16.7 

의사결정능력 
의존적 67 5.5 19 3.7 48 6.7 

독립적 1158 94.5 490 96.3 668 93.3 

기억력 
의존적 216 17.6 78 15.3 138 19.3 

독립적 1009 82.4 431 84.7 578 80.7 

신체활동 

비활동군 452 36.9 176 34.6 276 38.5 

최소활동군 600 49.0 230 45.2 370 51.7 

활동군 173 14.1 103 20.2 70 9.8 

사회활동 

Mean±SD 1.2±1.0 1.1±1.1 1.2±1.0 

없음 369 30.1 173 34.0 196 27.4 

1개 441 36.0 164 32.2 277 38.7 

2개 278 22.7 111 21.8 167 23.3 

3개 이상 137 11.2 61 12.0 76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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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관련 요인은 건강상태과 건강행태 두 영역의 측면에서 

구성하였다. 우선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만성질환 개수, 의사결정능력, 

기억력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21.1%는 

만성질환이 없었으며, 나머지 노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 조사한 11개의 

만성질환 중 1개(34.9%), 2개(29.2%) 또는 3개 이상(14.7%)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평균 만성질환 개수는 

1.4개(±SD 1.1)였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평균 만성질환 개수가 

많았다(남성: 1.3개±1.1; 여성: 1.5개±1.1). 의사결정능력에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은 전체 연구 대상자의 

94.5%(n=1158)를 차지했으며 평소 기억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없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은 전체 연구대상자의 

82.4%(n=1009)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건강행태와 관련하여 신체활동, 

사회활동 수준을 살펴보았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신체활동 수준은 

비활동군 36.9%, 최소활동군 49.0%, 활동군 14.1%였다. 남성노인의 

경우 비활동군, 최소활동군, 활동군의 비율이 각각 34.6%, 45.2%, 

20.2%였으며, 여성노인은 각각 38.5%, 51.7%, 9.8%로,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 수준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활동은 최근 한달 간 1회 이상 

종교활동, 친목활동, 여가레저활동, 자선활동에 참여한 총 횟수로, 전체 

대상자의 사회활동 참여 횟수는 0개(30.1%), 1개(36.0%), 2개(22.7%), 

3개(1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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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스마트기기 접근∙활용 수준 

 

     연구대상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 수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5-1]와 같다. 스마트폰 현재 보유 여부로 살펴본 

스마트기기 접근 수준의 경우 전체 노인 대상자의 76.2%(n=933)가 

스마트폰 보유자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이 유의하게 낮은 편이었다 

(남성: 79.4%, 여성: 73.9%; p<0.05).  

     스마트기기 활용수준은 SNS 모임 개수와 일주일 간 참여 빈도로 

각각 살펴보았다. 전체 연구대상 노인의 평균 SNS 모임 개수는 

0.67개(±SD 1.0)이었으며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은 각각 0.68개(±SD 1.0) 

0.66개(±SD 1.0)로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NS 참여 빈도 역시 전체 연구대상 노인의 평균은 1.03회(±SD 

1.7)였으며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은 각각 1.07회(±SD 1.7), 1.00회(±SD 

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1] 연구대상자의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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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스마트폰 보유자 933명을 대상으로 그 활용수준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5-2]와 같다. 전체 보유자의 평균 SNS 모임 개수와 

빈도는 각각 0.88개(±SD 1.1), 1.35회(±SD 1.8)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스마트폰 보유자의 기기 활용수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변수 구분 

전체 

(N=1,225) 

남성 

(n=529) 

여성 

(n=716) t/F 
n % n % n % 

스마트폰 

보유 

예 933 76.2 404 79.4 529 73.9 
4.94* 

아니오 292 23.8 105 20.6 187 26.1 

SNS 

모임 개수 
Mean±SD 0.67±1.0 0.68±1.0 0.66±1.0 0.13 

SNS 

참여 빈도 
Mean±SD 1.03±1.7 1.07±1.7 1.00±1.7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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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스마트폰 보유자의 기기 활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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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 수준 

 

     본 연구 대상 노인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로 살펴본 정신건강 수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외로움의 경우 전체 연구대상 노인의 평균은 1.69(±SD 0.7)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남성노인과 여성노인간 외로움 수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남성: 1.62±0.7, 여성 1.73±0.7; p<0.01). 

스트레스의 경우 전체 연구대상 노인의 평균은 1.62(±SD 1.0) 

이었다.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간 

스트레스 수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남성: 1.45±0.9, 

여성: 1.74±1.1; p<0.001). 

 

 

[표 6]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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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구분 
전체 

(N=933) 

남성 

(n=404) 

여성 

(n=529) 
t/F 

SNS 

모임 개수 
Mean±SD 0.88±1.1 0.86±1.1 0.89±1.1 0.20 

SNS 

참여 빈도 
Mean±SD 1.35±1.8 1.35±1.8 1.36±1.8 0.01 

변수 구분 
전체 

(N=1,225) 

남성 

(n=529) 

여성 

(n=716) 
t/F 

외로움 Mean±SD 1.69±0.7 1.62±0.7 1.73±0.7 7.6** 

스트레스  Mean±SD 1.62±1.0 1.45±0.9 1.74±1.1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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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스마트기기 접근∙활용 관련 요인 
 

 

1.  연구대상자의 스마트기기 접근∙활용 관련 요인(단변량) 

 

     연구 대상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활용 수준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기기 접근수준의 경우 전체 연구대상자 

1,225명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관련 요인에 따른 스마트폰 

보유 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의 경우 연령, 

성별(p<0.05),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p<0.01), 

경제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건강상태 요인의 경우 만성질환 개수(p<0.05), 의사결정능력, 

기억력(p<0.05)이, 건강행태 요인의 경우 신체활동 수준(p<0.05),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스마트기기 접근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p<0.001). 남성노인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경제활동, 의사결정능력(p<0.05), 신체활동(p<0.05),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스마트기기 접근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p<0.001). 

여성노인은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경제활동(p<0.01), 

기초생활수급자(p<0.01), 만성질환(p<0.05), 의사결정능력, 기억력 

(p<0.05),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스마트기기 접근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p<0.001)[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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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스마트기기 접근수준 관련 요인(단변량) 

N=1,225 

변수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보유군 

n(%) 
X! 

보유군 

n(%) 
X! 

보유군 

n(%) 
X! 

성별 
남성 404(43.3) 4.9*     

여성 529(56.7)      

연령 

60대 353(37.8) 149.6*** 146(36.1) 55.9*** 207(39.1) 96.2*** 

70대 508(54.5)  508(54.5)  284(53.7)  

80대이상 72(7.7)  72(7.7)  38(7.2)  

혼인상태 
기혼 649(69.6) 31.6*** 340(84.2) 1.0 309(58.5) 28.5*** 

그외 283(30.4)  64(15.8)  219(41.5)  

교육수준 

무학 98(10.5) 122.6*** 23(5.7) 17.7*** 75(14.2) 102.4*** 

중학교 535(57.5)  210(52.2)  325(61.6)  

고등학교  

졸업 이상 
297(31.9)  169(42)  128(24.2)  

소득수준 

1분위 463(49.6) 47.4*** 161(39.9) 20.8*** 302(57.1) 27.5*** 

2분위 255(27.3)  134(33.2)  121(22.9)  

3분위 141(15.1)  67(16.6)  74(14)  

4분위 74(7.9)  42(10.4)  32(6.1)  

경제활동 
예 271(29.1) 33.1*** 159(39.4) 25.2*** 112(21.2) 8.0** 

아니오 662(71)  245(60.6)  417(78.8)  

기초생활수급자 
예 88(9.4) 9.1** 39(9.7) 1.3 49(9.3) 8.5** 

아니오 845(90.6)  365(90.4)  480(90.7)  

만성질환 

없음 206(22.1) 9.6* 102(25.3) 1.8 104(19.7) 8.1* 

1개 333(35.7)  156(38.6)  177(33.5)  

2개 252(27)  99(24.5)  153(28.9)  

3개 이상 142(15.2)  47(11.6)  95(18)  

의사결정능력 
의존적 36(3.9) 19.6*** 11(2.7) 5.6* 25(4.7) 12.7*** 

독립적 897(96.1)  393(97.3)  504(95.3)  

기억력 
의존적 151(16.2) 5.7* 59(14.6) 0.8 92(17.4) 4.6* 

독립적 782(83.8)  345(85.4)  437(82.6)  

신체활동 

비활동군 325(34.8) 9.1* 129(31.9) 6.4* 196(37.1) 2.7 

최소활동군 465(49.8)  188(46.5)  277(52.4)  

활동군 143(15.3)  87(21.5)  56(10.6)  

사회활동 

없음 231(24.8) 77.6*** 114(28.2) 32.3*** 117(22.1) 49.8*** 

1개 332(35.6)  135(33.4)  197(37.2)  

2개 243(26.1)  99(24.5)  144(27.2)  

3개 이상 127(13.6)  56(13.9)  71(13.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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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전체 연구대상자 중 스마트폰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933명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관련 요인에 따른 

스마트기기 활용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스마트기기 활용수준 중 

SNS 모임 개수 관련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성별을 제외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인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경제활동(p<0.01), 기초생활수급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건강 관련 요인의 경우 만성질환 

개수(p<0.01), 의사결정능력, 기억력, 신체활동 수준(p<0.01),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p<0.001).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남성 스마트폰 보유자는 연령, 만성질환, 

신체활동을 제외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관련 변수가 SNS 

모임 개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여성 스마트폰 

보유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제외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관련 

변수가 SNS 모임 개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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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스마트기기 활용(SNS 모임 개수) 관련 요인(단변량) 

N=933 

변수 구분 
전체 남성 여성 

m(sd) t/F m(sd) t/F m(sd) t/F 

성별 
남성 0.86(1.1) -0.5     

여성 0.89(1.1)      

연령 

60대 2.12(1.1) 17.0*** 1.99(1.1) 3.0 2.21(1.1) 16.6*** 

70대 1.76(1.0)  1.82(1.0)  1.71(1.0)  

80대 이상 1.51(0.9)  1.53(1.0)  1.50(0.8)  

혼인상태 
기혼 1.0(1.1) -6.0*** 0.93(1.1) -4.1*** 1.07(1.1) -5.1*** 

그외 0.59(0.9)  0.48(0.7)  0.62(0.9)  

교육수준 

무학 0.43(0.9) 29.8*** 0.78(1.2) 6.9*** 0.32(0.7) 30.4*** 

중학교 0.76(1.0)  0.69(1.0)  0.82(1.0)  

고등학교  

졸업 이상 

1.23(1.1)  1.08(1.1)  1.42(1.1)  

소득수준 

1분위 0.69(1.0) 15.9*** 0.66(1.0) 6.8*** 0.71(1.0) 11.3*** 

2분위 0.89(1.0)  0.79(1.0)  1.00(1.1)  

3분위 1.15(1.1)  1.21(1.1)  1.09(1.1)  

4분위 1.46(1.1)  1.26(1.1)  1.72(1.1)  

경제활동 
예 1.03(1.1) -2.8** 1.07(1.1) -3.3** 0.96(1.1) -0.8 

아니오 0.82(1.0)  0.72(1.0)  0.87(1.1)  

기초생활수급자 
예 0.48(0.8) 4.9*** 0.41(0.7) 4.1*** 0.53(0.8) 3.0** 

아니오 0.92(1.1)  0.91(1.1)  0.93(1.1)  

만성질환 
없음 1.08(1.1) 6.1** 0.93(1.0) 1.6 1.23(1.1) 6.4*** 

1개 0.91(1.1)  0.88(1.1)  0.94(1.1)  

 2개 0.81(1.1)  0.90(1.1)  0.75(1.1)  

3개 이상 0.61(0.9)  0.55(0.9)  0.64(1.0)  

의사결정능력 
의존적 0.19(0.5) 8.3*** 0.09(0.3) 7.5*** 0.24(0.5) 5.9*** 

독립적 0.90(1.1)  0.88(1.1)  0.92(1.1)  

기억력 
의존적 0.48(0.8) 6.2*** 0.51(0.8) 3.3** 0.47(0.8) 6.2*** 

독립적 0.95(1.1)  0.92(1.1)  0.98(1.1)  

신체활동 

비활동군 0.71(1.0) 6.2** 0.74(1.0) 1.5 0.69(1.0) 6.1** 

최소활동군 0.96(1.1)  0.95(1.1)  0.97(1.1)  

활동군 0.97(1.1)  0.85(1.0)  1.16(1.2)  

사회활동 

없음 1.46(0.8) 29.2*** 1.46(0.8) 10.6*** 1.47(0.8) 20.1*** 

1개 1.84(1.1)  1.93(1.1)  1.77(1.0)  

2개 2.01(1.1)  1.95(1.1)  2.05(1.1)  

3개 이상 2.48(1.1)  2.34(1.2)  2.59(1.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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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기기 활용수준 중 SNS 모임 빈도 관련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의 경우 성별과 경제활동을 제외한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건강 관련 요인의 경우 

만성질환 개수, 의사결정능력, 기억력, 신체활동 수준(p<0.01),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p<0.001).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남성 스마트폰 보유자는 연령, 혼인상태, 

만성질환, 신체활동을 제외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관련 

변수가 SNS 모임 빈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여성 

스마트폰 보유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제외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관련 변수가 SNS 모임 빈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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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스마트기기 활용(SNS 참여 빈도) 관련 요인(단변량) 

N=933 

변수 구분 
전체 남성 여성 

m(sd) t/F m(sd) t/F m(sd) t/F 

성별 
남성 0.86(1.1) -0.1     

여성 0.89(1.1)      

연령 

60대 2.12(1.1) 15.9*** 2.57(1.9) 2.8 2.87(2.0) 15.8*** 

70대 1.76(1.0)  2.29(1.8)  2.08(1.7)  

80대 이상 1.51(0.9)  1.79(1.7)  1.63(1.3)  

혼인상태 
기혼 1.00(1.1) -4.0*** 1.43(1.9) -2.1 1.57(1.9) -3.5** 

그외 0.59(0.9)  0.91(1.7)  1.04(1.6)  

교육수준 

무학 0.43(0.9) 23.6*** 1.13(1.8) 5.2** 0.49(1.3) 23.3*** 

중학교 0.76(1.0)  1.10(1.7)  1.25(1.7)  

고등학교  

졸업 이상 

1.23(1.1)  1.69(1.9)  2.15(2.0)  

소득수준 

1분위 0.69(1.0) 14.5*** 1.05(1.8) 5.7** 1.07(1.6) 10.6*** 

2분위 0.89(1.0)  1.22(1.7)  1.45(1.8)  

3분위 1.15(1.1)  2.00(2.0)  1.84(2.0)  

4분위 1.46(1.1)  1.86(2.0)  2.66(2.1)  

경제활동 
예 1.03(1.1) -1.9 1.58(1.9) -2.1** 1.45(1.9) -0.6 

아니오 0.82(1.0)  1.19(1.8)  1.34(1.8)  

기초생활수급자 
예 0.48(0.8) 7.6*** 0.38(0.6) 7.5*** 0.61(1.2) 4.4*** 

아니오 0.92(1.1)  1.45(1.9)  1.44(1.8)  

만성질환 
없음 1.08(1.1) 8.6*** 1.45(1.8) 1.2 1.93(1.9) 9.7*** 

1개 0.91(1.1)  1.44(1.9)  1.60(1.9)  

 2개 0.81(1.1)  1.30(1.8)  1.01(1.7)  

3개 이상 0.61(0.9)  0.89(1.5)  0.83(1.4)  

의사결정능력 
의존적 0.19(0.5) 8.6*** 0.09(0.3) 9.9*** 0.40(1.1) 4.4*** 

독립적 0.90(1.1)  1.38(1.8)  1.41(1.8)  

기억력 
의존적 0.48(0.8) 5.2*** 0.86(1.6) 2.2* 0.70(1.4) 4.8*** 

독립적 0.95(1.1)  1.43(1.9)  1.50(1.9)  

신체활동 

비활동군 0.71(1.0) 5.9** 1.20(1.9) 0.6 0.99(1.6) 6.6** 

최소활동군 0.96(1.1)  1.44(1.9)  1.56(1.9)  

활동군 0.97(1.1)  1.37(1.8)  1.66(1.9)  

사회활동 

없음 1.46(0.8) 23.3*** 1.70(1.4) 8.8*** 1.69(1.4) 16.1*** 

1개 1.84(1.1)  2.51(1.9)  2.18(1.7)  

2개 2.01(1.1)  2.43(1.8)  2.65(1.9)  

3개 이상 2.48(1.1)  3.11(2.1)  3.38(2.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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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스마트기기 접근∙활용 관련 요인(다변량) 

 

     연구 대상 노인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관련 요인이 

스마트기기 접근과 그 활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스마트폰 보유 여부와 SNS 모임 개수 및 참여 빈도를 이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전체 연구대상자의 스마트기기 접근∙활용수준 관련 요인 

 

     본 분석은 전체 연구대상자 1,225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관련 요인에 따른 스마트폰 보유 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보유자 933명에 한해 SNS 모임 개수와 참여 빈도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전체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보유 여부 관련 요인 

 

     전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관련 요인과 

스마트기기 접근수준인 스마트폰 보유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대 노인에 비하여 70대( β =-0.489, p<0.001)이거나 80대 이상일 

경우( β =-1.205, p<0.001), 스마트폰을 보유할 확률이 낮았다. 

교육수준이 무학인 노인에 비해 중학교 졸업(β=0.561, p<0.001)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일 경우( β =1.088, p<0.001), 그리고 소득수준이 

1분위에 비해 3분위일 경우( β =0.661, p<0.01),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수록(β=0.286, p<0.05) 스마트폰을 보유할 확률이 높았다. 

진단 받은 만성질환 개수가 0개인 노인에 비해 3개 이상인 노인이 

스마트폰을 보유할 확률이 낮았으며( β =-0.464, p<0.01), 사회활동 

비참여 노인에 비해 한달에 1회 이상 참여한다고 응답한 노인일 경우 

(1개: β=0.210, p<0.05; 2개: β=0.492, p<0.001; 3개: β=0.680, p<0.01), 

스마트폰을 보유할 확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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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스마트폰 보유자의 SNS 모임 개수 및 참여 빈도 관련 요인 

 

     다음으로 스마트폰 보유자에 한하여 스마트기기 활용수준인 SNS 

모임 개수와 참여 빈도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전체 스마트폰 

보유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관련 요인과 SNS 모임 

개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여성일수록( β =0.177, p<0.05), 교육수준이 무학인 

노인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일수록(β=0.427, p<0.001), 소득수준이 

1분위에 비해 4분위일수록(β=0.278, p<0.05),  신체활동 ‘비활동군’에 

비하여 ‘최소활동군’일수록(β=0.153, p<0.05),  사회활동 비참여 노인에 

비해 한달에 1회 이상 참여한다고 응답한 노인일 경우 (1개: β=0.294, 

p<0.01; 2개: β=0.357, p<0.001; 3개: β=0.713, p<0.001) 참여 중인 

SNS 모임 개수가 더 많았다. 이외에도 60대 노인에 비하여 70대   

( β =-0.201, p<0.01)이거나 80대 이상일 경우( β =-0.263, p<0.01), 

기혼자에 비해 이혼∙별거∙사별∙미혼상태인 경우( β =-0.235, p<0.01), 

기억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수록( β =-0.252, p<0.01),  참여 

중인 SNS 모임 개수가 더 적었다. 

     SNS 참여 빈도 역시 전체 스마트폰 보유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관련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무학인 노인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일수록( β =0.364, 

p<0.05), 소득수준이 1분위에 비해 4분위일수록( β =0.409, p<0.05),  

신체활동 ‘비활동군’에 비하여 ‘최소활동군’( β =0.240, p<0.05)이거나 

‘활동군’일수록 (β=0.320, p<0.05), 사회활동 비참여 노인에 비해 한달 

참여 빈도가 2회 라고 응답한 노인일 경우 (β=0.256, p<0.05) SNS 모임 

참여 빈도가 더 높았다. 한편 60대 노인에 비하여 70대일 경우( β =-

0.237, p<0.01), SNS 참여 빈도가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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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전체 연구대상자의 스마트기기 접근∙활용 관련 요인(다변량) 

N=1,225 

변수 구분 

접근 활용 

스마트폰 보유 
SNS 모임 

개수 

SNS 참여 

빈도 

β β β 

성별 
남성(ref.)    

여성 -0.049 0.177* 0.154 

연령 

60대(ref.)    

70대 -0.489*** -0.201** -0.237** 

80대 이상 -1.205*** -0.263*** -0.189 

혼인상태 
기혼(ref.)    

그외 -0.099 -0.235** -0.068 

교육수준 

무학(ref.)    

중학교 졸업 0.561*** 0.127 0.252 

고등학교  

졸업 이상 
1.088*** 0.427*** 0.364* 

소득수준 

1분위(ref.)    

2분위 -0.070 0.043 0.087 

3분위 0.661** 0.151 0.199 

4분위 0.245 0.278* 0.409* 

경제활동 
아니오(ref.)    

예 0.286* 0.081 -0.048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오(ref.)    

예 0.229 0.192 0.123 

만성질환 

없음(ref.)    

1개 -0.151 -0.054 -0.106 

2개 -0.089 -0.084 -0.164 

3개 이상 -0.464** -0.089 -0.011 

의사결정능력 
독립적(ref.)    

의존적 -0.184 -0.160 -0.091 

기억력 
독립적(ref.)    

의존적 0.117 -0.252** -0.125 

신체활동 

비활동군(ref.)    

최소활동군 0.065 0.153* 0.240* 

활동군 0.083 0.067 0.320* 

사회활동 

없음(ref.)    

1개 0.210* 0.294** 0.189 

2개 0.492*** 0.357*** 0.256* 

3개 이상 0.680** 0.713*** 0.19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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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성 연구대상자의 스마트기기 접근∙활용수준 관련 요인 

 

     본 분석은 전체 연구대상자 중 남성노인 509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관련 요인에 따른 스마트폰 보유 

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보유자인 남성노인 404명에 한해 SNS 모임 개수와 

참여 빈도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남성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보유 여부 관련 요인 

 

     남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관련 요인과 

스마트폰 보유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대 노인에 비하여 

70대(β=-0.370, p<0.05)이거나 80대 이상일 경우(β=-1.219, p<0.001) 

스마트폰을 보유할 확률이 낮았다. 교육수준이 무학인 노인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일 경우( β =0.734, p<0.01), 그리고 소득수준이 

1분위에 비해 3분위일 경우(β=0.567, p<0.05),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수록(β=0.436, p<0.05), 사회활동 비참여 노인에 비해 한달에 2개 

이상 모임에 참여하는 노인일 경우(2개: β =0.460, p<0.05; 3개: 

β=0.704, p<0.05) 스마트폰을 보유율이 높았다. 

 

 

남성 스마트폰 보유자의 SNS 모임 개수 및 참여 빈도 관련 요인 

 

     다음으로 남성 스마트폰 보유자에 한하여 스마트기기 활용수준인 

SNS 모임 개수와 참여 빈도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SNS 

모임 개수와 사회활동 참여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사회활동 비참여 노인에 비해 한달에 모임 1개 혹은 3개 이상 참여하는 

노인일 경우 (1개: β=0.362, p<0.01; 3개 이상: β=0.656, p<0.001) SNS 

모임 개수가 더 많았다.  

     SNS 참여 빈도 역시 남성 스마트폰 보유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관련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60대 

노인에 비하여 80대 이상일 경우(β=-0.530, p<0.05) SNS 참여 빈도가 



 

 40 

더 낮았다. 한편 신체활동 ‘비활동군’에 비하여 ‘최소활동군’(β=0.379, 

p<0.01)이거나 ‘활동군’일수록 (β=0.451, p<0.05), SNS 참여 빈도가 더 

높았다.  

 

 

[표 9] 남성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활용 관련 요인(다변량) 

N=509 

변수 구분 

접근 활용 

스마트폰 보유 SNS 모임 개수 SNS 참여 빈도 

β β β 

연령 

60대(ref.)    

70대 -0.370* -0.043 -0.263 

80대 이상 -1.219*** -0.161 -0.530* 

혼인상태 
기혼(ref.)    

그외 -0.128 -0.261 -0.315 

교육수준 

무학(ref.)    

중학교 졸업 0.321 -0.257 0.058 

고등학교  

졸업 이상 
0.734** -0.011 0.167 

소득수준 

1분위(ref.)    

2분위 0.087 -0.044 0.234 

3분위 0.567* 0.224 0.288 

4분위 1.123 0.198 0.378 

경제활동 
아니오(ref.)    

예 0.436* 0.165 0.097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오(ref.)    

예 0.161 0.299 0.021 

만성질환 

없음(ref.)    

1개 -0.099 -0.026 -0.167 

2개 0.062 0.071 0.096 

3개 이상 -0.365 -0.051 0.170 

의사결정능력 
독립적(ref.)    

의존적 0.054 -0.346 0.034 

기억력 
독립적(ref.)    

의존적 0.125 -0.299 -0.211 

신체활동 

비활동군(ref.)    

최소활동군 0.295 0.155 0.379** 

활동군 0.297 -0.043 0.451* 

사회활동 

없음(ref.)    

1개 0.317 0.362** 0.129 

2개 0.460* 0.267 0.106 

3개 이상 0.704* 0.656*** 0.11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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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 연구대상자의 스마트기기 접근∙활용수준 관련 요인 

 

     본 분석은 전체 연구대상자 중 여성노인 716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관련 요인에 따른 스마트폰 보유 

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보유자인 여성노인 529명에 한해 SNS 모임 개수와 

참여 빈도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0]. 

 

 

여성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보유 여부 관련 요인 

 

     여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관련 요인과 

스마트기기 접근수준인 스마트폰 보유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대 노인에 비하여 70대( β =-0.528, p<0.01)이거나 80대 이상일 

경우(β=-1.155, p<0.001), 진단 받은 만성질환 개수가 0개인 노인에 

비해 3개 이상인 노인이(β=-0.611, p<0.01) 스마트폰을 보유할 확률이 

낮았다. 교육수준이 무학인 노인에 비해 중학교 졸업(β=0.625, p<0.001) 

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일 경우( β =1.442, p<0.001), 그리고 

소득수준이 1분위에 비해 3분위일 경우( β =0.795, p<0.01), 사회활동 

비참여 노인에 비해 한달에 2개 이상 모임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노인일 

경우 (2개: β=0.525, p<0.01; 3개: β=0.700, p<0.05) 스마트폰을 보유할 

확률이 높았다. 

 

 

여성 스마트폰 보유자의 SNS 모임 개수 및 참여 빈도 관련 요인 

 

     다음으로 여성 연구대상자 중 스마트폰 보유자에 한하여 

스마트기기 활용수준인 SNS 모임 개수와 참여 빈도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여성 스마트폰 보유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관련 요인과 SNS 모임 개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무학인 노인에 비해 중학교 

졸업( β =0.257, p<0.05)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일수록( β =0.602, 

p<0.001), 소득수준이 1분위에 비해 4분위일수록( β =0.383,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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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비활동군’에 비하여 ‘최소활동군’일수록( β =0.153, p<0.05),  

사회활동 비참여 노인에 비해 한달에 1회 이상 참여한다고 응답한 

노인일 경우 (1개: β =0.259, p<0.05; 2개: β =0.411, p<0.01; 3개: 

β=0.730, p<0.001) 참여 중인 SNS 모임 개수가 더 많았다. 이외에도 

60대 노인에 비하여 70대일 경우(β=-0.283, p<0.01), 기혼자에 비해 

이혼∙별거∙사별∙미혼의 경우(β =-0.210, p<0.05), 참여 중인 SNS 모임 

개수가 더 적었다. 

     SNS 참여 빈도 역시 여성 스마트폰 보유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관련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무학인 노인에 비해 중학교 졸업일수록(β=0.383, p<0.05) 

고등학교 졸업 이상일수록(β=0.481, p<0.05), 소득수준이 1분위에 비해 

4분위일수록(β=0.511, p<0.05), 사회활동 비참여 노인에 비해 한달 참여 

빈도가 2회라고 응답한 노인일 경우 (β=0.347, p<0.05) SNS 모임 참여 

빈도가 더 높았다. 한편 진단 받은 만성질환 개수가 0개인 노인에 비해 

2개인 노인이(β=-0.364, p<0.05) SNS 모임 참여 빈도가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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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여성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활용 관련 요인(다변량) 

N=716 

변수 구분 

접근 활용 

스마트폰 보유 SNS 모임 개수 SNS 참여 빈도 

β β β 

연령 

60대(ref.)    

70대 -0.528*** -0.283** -0.227 

80대 이상 -1.155*** -0.266 0.168 

혼인상태 
기혼(ref.)    

그외 -0.179 -0.210* -0.005 

교육수준 

무학(ref.)    

중학교 졸업 0.625*** 0.257* 0.383* 

고등학교  

졸업 이상 
1.442*** 0.602*** 0.481* 

소득수준 

1분위(ref.)    

2분위 -0.085 0.072 -0.086 

3분위 0.795** 0.039 0.167 

4분위 0.171 0.383* 0.511* 

경제활동 
아니오(ref.)    

예 0.213 0.032 -0.166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오(ref.)    

예 0.277 0.162 0.201 

만성질환 

없음(ref.)    

1개 -0.267 -0.109 -0.038 

2개 -0.167 -0.184 -0.364* 

3개 이상 -0.611** -0.126 -0.145 

의사결정능력 
독립적(ref.)    

의존적 -0.242 -0.075 -0.163 

기억력 
독립적(ref.)    

의존적 0.092 -0.235 -0.044 

신체활동 

비활동군(ref.)    

최소활동군 -0.098 0.135 0.167 

활동군 -0.140 0.240 0.255 

사회활동 

없음(ref.)    

1개 0.153 0.259* 0.204 

2개 0.525** 0.411** 0.347* 

3개 이상 0.700* 0.730*** 0.26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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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스마트기기 접근∙활용수준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1.  연구대상자의 스마트기기 접근수준과 정신건강 

 

    본 분석은 전체 연구대상자 1,225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관련 요인을 보정한 상태에서 스마트기기 접근수준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남성노인 509명, 여성노인 716명 각 집단에 대하여 동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트레스와 외로움 각각에 대한 스마트기기 접근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기기 보유 여부와 스트레스의 관계 

 

     스마트기기 접근수준과 스트레스의 관계의 경우 여성노인에 

한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0.128, 

p<0.05). 이외에도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성별이 여성일수록( β =0.088, p<0.05), 현재 경제활동 참여 

중일수록(β=0.111, p<0.05), 진단 받은 만성질환 개수가 0개인 노인에 

비해 1개 혹은 3개 이상인 경우(1개: β =0.141, p<0.01; 3개 이상: 

β=0.161, p<0.05), 일상활동에서 의사결정능력이나(β=0.240, p<0.05) 

기억력(β=0.196, p<0.01)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반면 60대 노인에 비하여 70대(β=-0.104, p<0.05)이거나, 80대 

이상일 경우( β =-0.274, p<0.001), 월평균소득수준이 1분위인 경우에 

비해 2분위일수록( β =-0.101, p<0.05), 신체활동 ‘비활동군’에 비해 

‘최소활동군’( β =-0.211, p<0.001)이거나 ‘활동군’일 경우( β =-0.147, 

p<0.05),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표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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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스마트기기 접근수준과 스트레스의 관계 

N=1,225 

변수 구분 
전체 남성 여성 

β t β t β t 

스마트폰 보유 
아니오       

예 0.089 1.89 0.046 0.64 0.128 2.07* 

성별 
남성       

여성 0.088 2.01*     

연령 

60대(ref.)       

70대 -0.104 -2.29* -0.178 -2.63** -0.028 -0.45 

80대 이상 -0.274 -3.90*** -0.337 -3.25** -0.193 -1.99* 

혼인상태 
기혼(ref.)       

그외 0.037 0.80 0.092 1.09 0.002 0.03 

교육수준 

무학(ref.)       

중학교 졸업 -0.027 -0.48 -0.236 -2.12* 0.031 0.44 

고등학교  

졸업 이상 
0.024 0.35 -0.258 -2.20* 0.190 2.03* 

소득수준 

1분위(ref.)       

2분위 -0.101 -2.07* -0.013 -0.19 -0.163 -2.39* 

3분위 -0.123 -1.89 -0.011 -0.11 -0.191 -2.10* 

4분위 -0.134 -1.58 -0.033 -0.28 -0.185 -1.53 

경제활동 
아니오(ref.)       

예 0.111 2.31* 0.042 0.62 0.172 2.46*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오(ref.)       

예 -0.016 -0.25 0.065 0.63 -0.071 -0.84 

만성질환 

없음(ref.)       

1개 0.141 2.61** 0.036 0.48 0.235 3.05** 

2개 0.050 0.87 0.075 0.89 0.066 0.83 

3개 이상 0.161 2.32* 0.055 0.51 0.240 2.61** 

의사결정능력 
독립적(ref.)       

의존적 0.240 2.52* 0.015 0.09 0.324 2.77** 

기억력 
독립적(ref.)       

의존적 0.196 3.48** 0.232 2.67** 0.179 2.39* 

신체활동 

비활동군(ref.)       

최소활동군 -0.211 -4.88*** -0.239 -3.62*** -0.201 -3.49*** 

활동군 -0.147 -2.31* -0.181 -2.13* -0.127 -1.32 

사회활동 

없음(ref.)       

1개 -0.037 -0.76 0.027 0.37 -0.084 -1.27 

2개 -0.043 -0.76 -0.009 -0.11 -0.051 -0.65 

3개 이상 -0.128 -1.76 0.003 0.03 -0.240 -2.3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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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보유 여부와 외로움의 관계 

 

     스마트기기 접근수준과 외로움간 관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외로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을 살펴보면, 기혼자에 비해 이혼∙별거∙사별∙미혼의 

경우(β=0.596, p<0.001), 일상활동에서 의사결정능력(β=0.383, p<0.01), 

기억력(β=0.153, p<0.05)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수록 외로움 수준이 

높았다. 반면 60대 노인에 비하여 70대(β=-0.164, p<0.01)이거나 80대 

이상일 경우( β =-0.323, p<0.001), 교육수준이 무학인 노인에 비해 

중학교 졸업인 노인이( β =-0.191, p<0.05), 소득수준이 1분위에 비해 

3분위일수록 ( β =-0.219, p<0.05), 신체활동이 ‘비활동군’에 비해 

‘최소활동군’( β =-0.201, p<0.001)이거나 ‘활동군’일 경우( β =-0.265, 

p<0.01), 사회활동 비참여 노인에 비해 한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3개 이상인 경우(β=-0.230, p<0.05),  외로움 수준이 낮았다[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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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스마트기기 접근수준과 외로움의 관계 

N=1,225 

변수 구분 
전체 남성 여성 

β t β t β t 

스마트폰 보유 
아니오       

예 -0.095 -1.40 -0.167 -1.69 -0.018 -0.20 

성별 
남성       

여성 0.025 0.42     

연령 

60대(ref.)       

70대 -0.164 -2.65** -0.103 -1.26 -0.152 -1.71 

80대 이상 -0.323 -3.38*** -0.308 -2.46* -0.292 -2.09* 

혼인상태 
기혼(ref.)       

그외 0.596 9.38*** 1.005 9.81*** 0.449 5.39*** 

교육수준 

무학(ref.)       

중학교 졸업 -0.191 -2.44* -0.441 -3.28** -0.141 -1.41 

고등학교  

졸업 이상 
-0.148 -1.57 -0.311 -2.19* -0.159 -1.19 

소득수준 

1분위(ref.)       

2분위 -0.026 -0.38 0.125 1.49 -0.120 -1.22 

3분위 -0.219 -2.47* -0.105 -0.93 -0.299 -2.27* 

4분위 -0.037 -0.32 0.070 0.49 -0.033 -0.19 

경제활동 
아니오(ref.)       

예 -0.120 -1.83 -0.148 -1.81 -0.060 -0.60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오(ref.)       

예 0.136 1.54 0.292 2.37* 0.003 0.02 

만성질환 

없음(ref.)       

1개 0.096 1.30 0.0003 0.01 0.186 1.68 

2개 0.038 0.49 0.042 0.42 0.061 0.53 

3개 이상 0.182 1.94 0.073 0.56 0.232 1.75 

의사결정능력 
독립적(ref.)       

의존적 0.383 2.94* 0.439 2.11* 0.386 2.29* 

기억력 
독립적(ref.)       

의존적 0.153 1.99* 0.194 1.84 0.133 1.23 

신체활동 비활동군(ref.)       

최소활동군 -0.201 -3.41*** -0.107 -1.34 -0.266 -3.20** 

활동군 -0.265 -3.07** -0.234 -2.28* -0.265 -1.91 

사회활동 없음(ref.)       

1개 -0.071 -1.06 -0.046 -0.52 -0.056 -0.59 

2개 -0.082 -1.06 -0.036 -0.35 -0.040 -0.36 

3개 이상 -0.230 -2.33* -0.115 -0.92 -0.299 -2.0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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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스마트기기 활용수준과 정신건강 

 

     본 분석은 전체 연구대상자 중 스마트폰 보유자인 933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관련 요인을 보정한 상태에서 

스마트기기 활용수준인 SNS 모임 개수와 참여 빈도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남성 

스마트폰 보유자 404명, 여성 스마트폰 보유자 529명 각 집단에 대하여 

동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트레스와 외로움 각각에 대한 스마트기기 

활용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SNS 모임 개수와 스트레스, 외로움과의 관계 

 

SNS 모임 개수와 스트레스의 관계 

 

SNS 모임 개수와 스트레스간 관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외에도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는 

요인에 대해 전체 스마트폰 보유자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진단 받은 

만성질환 개수가 0개인 노인에 비해 3개 이상인 노인이( β =0.174, 

p<0.05), 일상활동에서 기억력( β =0.178, p<0.01)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반면 60대 노인에 비하여 70대  

( β =-0.108, p<0.05)이거나 80대 이상일 경우( β =-0.255, p<0.01), 

소득수준이 1분위에 비해 2분위( β =-0.121, p<0.05) 혹은 3분위    

( β =-0.144, p<0.05)일수록, 신체활동이 ‘비활동군’인 노인에 비해 

‘최소활동군’( β =-0.177, p<0.01)이거나 ‘활동군’일 경우( β =-0.141, 

p<0.05),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표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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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스마트폰 활용수준(SNS 모임 개수)과 스트레스의 관계 

N=933 

변수 구분 
전체 남성 여성 

β t β t β t 
SNS 모임 개수  0.002 0.11 0.031 1.02 -0.021 -0.71 

성별 
남성             

여성 0.080 1.62         

연령 

60대(ref.)             

70대 -0.108 -2.22* -0.176 -2.47* -0.050 -0.74 

80대 이상 -0.255 -2.79** -0.286 -2.2* -0.174 -1.32 

혼인상태 
기혼(ref.)             

그외 0.082 1.54 0.132 1.38 0.045 0.66 

교육수준 

무학(ref.)             

중학교 졸업 -0.101 -1.34 -0.363 -2.64** 0.010 0.11 

고등학교  

졸업 이상 
-0.057 -0.67 -0.407 -2.88** 0.165 1.47 

소득수준 

1분위(ref.)             

2분위 -0.121 -2.18* -0.024 -0.31 -0.196 -2.48* 

3분위 -0.144 -2.08* -0.045 -0.45 -0.200 -2.06* 

4분위 -0.178 -1.95 -0.061 -0.51 -0.284 -2.02* 

경제활동 
아니오(ref.)             

예 0.097 1.87 0.062 0.87 0.123 1.59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오(ref.)             

예 -0.071 -0.9 -0.081 -0.68 -0.105 -0.97 

만성질환 

없음(ref.)             

1개 0.094 1.55 0.002 0.03 0.193 2.16* 

2개 0.051 0.77 0.063 0.67 0.067 0.72 

3개 이상 0.174 2.22* 0.194 1.57 0.201 1.9 

의사결정능력 
독립적(ref.)             

의존적 0.225 1.8 0.038 0.17 0.306 1.94 

기억력 
독립적(ref.)             

의존적 0.178 2.7** 0.184 1.86 0.174 1.92 

신체활동 비활동군(ref.)             

최소활동군 -0.177 -3.52** -0.171 -2.3* -0.192 -2.75** 

활동군 -0.141 -1.99* -0.116 -1.24 -0.171 -1.55 

사회활동 없음(ref.)             

1개 -0.009 -0.15 0.012 0.14 -0.040 -0.48 

2개 0.004 0.07 0.013 0.14 -0.002 -0.03 

3개 이상 -0.120 -1.51 -0.013 -0.11 -0.208 -1.8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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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모임 개수와 외로움의 관계 

 

     SNS 모임 개수와 외로움간 관계의 경우 전체, 남성, 여성 

스마트폰 보유자 모두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β =-0.120, p<0.001; 남성: β =-0.125, p<0.01;   여성: 

β  =-0.120, p<0.01). 전체 스마트폰 보유자를 대상으로 외로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을 살펴보면, 기혼자에 비해 이혼∙별거∙사별∙ 

미혼의 경우( β =0.586, p<0.001), 진단 받은 만성질환 개수가 0개인 

노인에 비해 3개 이상인( β =0.265, p<0.05) 노인이 외로움 수준이 

높았다. 반면 60대 노인에 비하여 70대일 경우( β =-0.162, p<0.05), 

교육수준이 무학인 노인에 비해 중학교 졸업인 노인이( β =-0.286, 

p<0.01), 소득수준이 1분위에 비해 3분위일수록 (β=-0.201, p<0.05), 

신체활동이 ‘비활동군’에 비해 ‘최소활동군’( β =-0.189, p<0.01)이거나 

‘활동군’일 경우( β =-0.261, p<0.01), 사회활동 비참여 노인에 비해 

한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3개 이상인 경우( β =-0.253, 

p<0.05),  외로움 수준이 낮았다[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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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스마트폰 활용수준(SNS 모임 개수)과 외로움의 관계 

N=933 

변수 구분 
전체 남성 여성 

β t β t β t 
SNS 모임 개수  -0.120 -3.92*** -0.125 -3.03** -0.120 -2.79** 

성별 
남성             

여성 0.094 1.40         

연령 

60대(ref.)             

70대 -0.162 -2.46* -0.090 -1.03 -0.178 -1.85 

80대 이상 -0.168 -1.36 -0.344 -2.16* 0.039 0.21 

혼인상태 
기혼(ref.)             

그외 0.585 8.05*** 0.948 8.05*** 0.447 4.64*** 

교육수준 

무학(ref.)             

중학교 졸업 -0.286 -2.80** -0.519 -3.08** -0.197 -1.48 

고등학교  

졸업 이상 
-0.225 -1.96 -0.372 -2.15* -0.196 -1.22 

소득수준 

1분위(ref.)             

2분위 -0.068 -0.90 0.097 1 -0.176 -1.57 

3분위 -0.201 -2.14* -0.091 -0.73 -0.253 -1.83 

4분위 -0.061 -0.49 0.053 0.36 -0.126 -0.63 

경제활동 
아니오(ref.)             

예 -0.057 -0.81 -0.129 -1.46 0.024 0.21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오(ref.)             

예 0.193 1.80 0.189 1.29 0.102 0.66 

만성질환 

없음(ref.)             

1개 0.153 1.86 0.013 0.13 0.307 2.42* 

2개 0.070 0.79 0.006 0.05 0.120 0.9 

3개 이상 0.265 2.48* 0.192 1.27 0.297 1.97* 

의사결정능력 
독립적(ref.)             

의존적 0.207 1.22 0.492 1.83 0.148 0.66 

기억력 
독립적(ref.)             

의존적 0.163 1.82 0.156 1.28 0.174 1.35 

신체활동 비활동군(ref.)             

최소활동군 -0.189 -2.77** -0.064 -0.7 -0.274 -2.76** 

활동군 -0.261 -2.71** -0.232 -2.03* -0.272 -1.73 

사회활동 없음(ref.)             

1개 -0.111 -1.38 -0.086 -0.83 -0.107 -0.89 

2개 -0.040 -0.46 -0.006 -0.05 0.018 0.13 

3개 이상 -0.253 -2.33* -0.114 -0.83 -0.336 -2.0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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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 참여 빈도와 스트레스, 외로움과의 관계 

 

SNS 참여 빈도와 스트레스의 관계 

 

SNS 참여 빈도와 스트레스간 관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외에도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는 

요인에 대해 전체 스마트폰 보유자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진단 받은 

만성질환 개수가 0개인 노인에 비해 3개 이상인 노인이( β =0.174, 

p<0.05), 일상활동에서 기억력( β =0.174, p<0.01)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반면 60대 노인에 비하여 70대일 

경우( β =-0.110, p<0.05), 80대 이상일 경우( β =-0.256, p<0.01), 

소득수준 1분위에 비해 2분위(β=-0.120, p<0.05) 혹은 3분위(β=-0.144, 

p<0.05)일수록, 신체활동 ‘비활동군’에 비해 ‘최소활동군’일 경우 (β=-

0.175, p<0.001), ‘활동군’일 경우(β=-0.140, p<0.05),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표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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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스마트폰 활용수준(SNS 참여 빈도)과 스트레스의 관계 

N=933 

변수 구분 
전체 남성 여성 

β t β t β t 
SNS 참여 빈도  -0.002 -0.15 0.014 0.82 -0.015 -0.87 

성별 
남성             

여성 0.085 1.72         

연령 

60대(ref.)             

70대 -0.110 -2.27* -0.176 -2.47* -0.091 -1.04 

80대 이상 -0.256 -2.81** -0.285 -2.19* -0.347 -2.18* 

혼인상태 
기혼(ref.)             

그외 0.074 1.39 0.122 1.28 0.955 8.14*** 

교육수준 

무학(ref.)             

중학교 졸업 -0.099 -1.32 -0.369 -2.68** -0.517 -3.07** 

고등학교 졸업 

이상 
-0.050 -0.60 -0.408 -2.89** -0.370 -2.14* 

소득수준 

1분위(ref.)             

2분위 -0.120 -2.16* -0.026 -0.32 0.098 1.01 

3분위 -0.144 -2.08* -0.045 -0.45 -0.086 -0.7 

4분위 -0.174 -1.9 -0.057 -0.47 0.052 0.35 

경제활동 
아니오(ref.)             

예 0.101 1.93 0.070 0.97 -0.135 -1.53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오(ref.)             

예 -0.068 -0.86 -0.077 -0.64 0.178 1.21 

만성질환 

없음(ref.)             

1개 0.091 1.51 0.002 0.01 0.015 0.15 

2개 0.052 0.78 0.067 0.71 0.003 0.03 

3개 이상 0.174 2.22* 0.191 1.55 0.194 1.29 

의사결정능력 
독립적(ref.)             

의존적 0.222 1.77 0.035 0.16 0.489 1.82 

기억력 
독립적(ref.)             

의존적 0.174 2.63** 0.178 1.8 0.158 1.31 

신체활동 비활동군(ref.)             

최소활동군 -0.175 -3.47** -0.166 -2.24* -0.066 -0.72 

활동군 -0.140 -1.97* -0.117 -1.25 -0.233 -2.03* 

사회활동 없음(ref.)             

1개 -0.005 -0.09 0.016 0.19 -0.084 -0.82 

2개 0.009 0.14 0.017 0.19 -0.006 -0.05 

3개 이상 -0.110 -1.38 -0.003 -0.02 -0.113 -0.8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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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참여 빈도와 외로움의 관계 

 

     SNS 참여 빈도와 외로움간 관계의 경우 전체, 남성 스마트폰 

보유자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β -0.055, p<0.01; 남성: (β -0.065, p<0.01). 전체 스마트폰 보유자를 

대상으로 외로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을 살펴보면 기혼자에 비해 

이혼∙별거∙사별∙미혼의 경우( β =0.588, p<0.001), 진단 받은 만성질환 

개수가 0개인 노인에 비해 3개 이상인 노인이(β=0.266, p<0.05) 외로움 

수준이 높았다. 반면 60대 노인에 비하여 70대일 경우( β =-0.160, 

p<0.05), 교육수준이 무학인 노인에 비해 중학교 졸업이거나(β=-0.288, 

p<0.0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노인이(β=-0.230, p<0.05), 소득수준이 

1분위에 비해 3분위일수록 ( β =-0.203, p<0.05), 신체활동이 

‘비활동군’에 비해 ‘최소활동군’일 경우 (β=-0.191, p<0.01), ‘활동군’일 

경우( β =-0.262, p<0.01), 사회활동 비참여 노인에 비해 한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3개 이상인 경우( β =-0.261, p<0.05),  

외로움 수준이 낮았다[표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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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스마트폰 활용수준(SNS 참여 빈도)과 외로움의 관계 

N=933 

변수 구분 
전체 남성 여성 

β t β t β t 
SNS 참여 빈도  -0.055 -3.08** -0.065 -2.74** -0.048 -1.87 

성별 
남성             

여성 0.092 1.38         

연령 

60대(ref.)             

70대 -0.160 -2.42* -0.054 -0.8 -0.170 -1.77 

80대 이상 -0.165 -1.33 -0.177 -1.34 0.048 0.25 

혼인상태 
기혼(ref.)             

그외 0.588 8.12*** 0.039 0.58 0.446 4.66*** 

교육수준 

무학(ref.)             

중학교 졸업 -0.288 -2.81** 0.014 0.15 -0.203 -1.52 

고등학교 졸업 

이상 
-0.230 -2.01* 0.175 1.55 -0.209 -1.31 

소득수준 

1분위(ref.)             

2분위 -0.068 -0.9 -0.194 -2.45* -0.176 -1.57 

3분위 -0.203 -2.15* -0.202 -2.08* -0.259 -1.88 

4분위 -0.064 -0.52 -0.278 -1.98* -0.135 -0.68 

경제활동 
아니오(ref.)             

예 -0.058 -0.82 0.124 1.59 0.023 0.21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오(ref.)             

예 0.195 1.82 -0.105 -0.96 0.111 0.72 

만성질환 

없음(ref.)             

1개 0.154 1.87 0.190 2.13* 0.306 2.42* 

2개 0.071 0.8 0.067 0.71 0.128 0.96 

3개 이상 0.266 2.49* 0.201 1.89 0.304 2.01* 

의사결정능력 
독립적(ref.)             

의존적 0.209 1.23 0.304 1.93 0.148 0.66 

기억력 
독립적(ref.)             

의존적 0.166 1.85 0.170 1.87 0.178 1.38 

신체활동 비활동군(ref.)             

최소활동군 -0.191 -2.8** -0.191 -2.73** -0.279 -2.81** 

활동군 -0.262 -2.72** -0.167 -1.51 -0.275 -1.75 

사회활동 없음(ref.)             

1개 -0.114 -1.42 -0.037 -0.44 -0.114 -0.95 

2개 -0.044 -0.51 0.003 0.03 0.007 0.05 

3개 이상 -0.261 -2.41* -0.198 -1.75 -0.353 -2.1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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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  찰 
 

 

 

     본 연구는 노인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접근∙활용수준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하여 성별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스마트기기 접근∙활용과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하였고,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 관련 요인에 따른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수준을 파악하였으며, 셋째, 연구대상자의 

스마트기기 접근∙활용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을 외로움과 스트레스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시 취약지역 거주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활용과 정신건강 실태 

 

     연구대상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체 

노인의 76.2%가 현재 스마트폰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에서 발표한 국내 노인의 

모바일 스마트기기 보유율인 77.1%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가 도시 내 취약지역 거주 노인임을 고려했을 때, 교육 및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 일반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마트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스마트기기 접근수준의 경우 남성노인의 79.4%가, 

여성노인의 73.9%가 스마트폰 보유자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남성노인의 

스마트폰 접근수준이 여성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노인의 스마트기기 관련 선행연구에서 디지털정보화기기에 대한 

접근수준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김지현, 

2020; 남궁현경 외, 2017; 이윤정, 2013; 장영은, 2019). 또한 

스마트기기 접근수준에 있어 성별이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발표한 

선행연구(김지현, 2020; 김판수 외, 2014; 남궁현경 외, 2017; 장영은, 

2019; 주경희 외, 2018)와도 일맥상통하여 향후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 논의에 있어 성별에 따른 수준 차이를 고려한 고민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한편 스마트기기 활용수준의 경우 연구대상 노인의 평균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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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개수는 0.67개, 일주일간 평균 SNS 참여 빈도는 1.03회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스마트폰 활용수준이 낮았다. 스마트폰 보유자에 한해서도 

평균 SNS 모임 개수는 0.88개, 일주일간 평균 SNS 참여 빈도는 

1.35회로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활용수준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이는 모바일기기 이용 능력이 4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자, 농어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확인된 2020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디지털 취약성은 단순히 스마트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기존 정책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단계적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구대상 노인의 정신건강 수준을 외로움과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여성노인이 남성에 비해 외로움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이는 성별이 노년기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노화로 인한 생물학적 변화, 사회활동 참여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 결과적으로 남성노인에 비해 정신건강 

수준이 낮다는 선행연구(이현경, 손민성, &최만규, 2012)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남성에 비해 독거 비율이 높은 여성노인의 경우 

COVID-19로 인해 홀로 자택에 오랜 기간 고립되어 정신건강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있을 확률이 높으며,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더욱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2) 성별에 따른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활용수준 관련 요인 

 

     정보화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정보취약계층인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 수준을 증진시키고자 스마트폰 미보유자를 비교군(reference)으로 

설정하여 스마트기기 접근수준 관련 요인을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각 

집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을 보유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남성노인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 중일수록, 여성노인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성질환 개수가 

적을수록 스마트폰을 보유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는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수준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성별에 따라 스마트기기 접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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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스마트폰 보유자에 한하여 스마트기기 활용수준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스마트기기 활용수준 중 SNS 모임 개수의 경우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SNS 모임 

개수가 많았다. 이외에도 여성노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상태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SNS 모임 개수가 많았다. 

다음으로 SNS 참여 빈도의 경우, 남성노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신체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SNS 참여 빈도가 높았던 반면, 여성노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진단 받은 만성질환 개수가 

적을수록,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SNS 참여 빈도가 높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라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별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 접근∙활용수준의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보여준 선행연구(김지현, 2020; 김판수 외, 2014; 임정훈 

외, 2020; 장영은, 2019; 주용완,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특히 

성별에 주목하여 영향요인 간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김수경 외, 2020; 

남궁현경 외, 2017; 주경희, 2018)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수준 관련 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기에, 향후 노인의 

디지털 취약성 해소 정책 수립에 있어 성별에 따른 스마트기기 이용의 

차이에 대해 고려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 외에도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 관련 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학적 요인의 경우, 연령이 

낮아질수록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기존 

선행연구(김수경 외, 2020; 김지현, 2020; 남궁현경, 2017; 장영은, 2019; 

주경희 외 2018, 주용완 외, 2011)를 지지하는 결과였다. 연령은 디지털 

기기 접근과 활용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과 활용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되어왔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인지적 기능 저하상태를 겪는 노인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스마트기기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며, 보유 

중이더라도 이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주경희 외, 

2018; 황현정과 황용석, 2017).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상태인 노인에 

비해 이혼, 별거, 사별, 미혼인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동거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비독거 상태일수록 

디지털정보화수준이 높다는 보고한 기존 연구 결과(김수경 외, 2020; 

주경희 외, 2018)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경제적 특성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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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활동에 참여할수록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 위치가 양호할수록 디지털 

기기의 접근과 활용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김수경 외, 2020; 

김지현, 2020; 남궁현경, 2017; 장영은, 2019; 주경희 외 2018, 주용완 

외, 2011)와 상통한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학력의 노인일수록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를 활용하는 능력 양성에 관심이 많아지며, 

동일한 정보화 교육을 제공 받더라도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효과가 

높았다고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남궁현경 외, 2017; 박소영& 

정순둘, 2019). 소득수준의 경우, 스마트폰을 비롯한 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기 자체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은 물론 그 활용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김수경 외, 2020; 

박창희&장석준, 2013). 본 연구결과 역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구대상 

노인의 스마트폰 접근과 활용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이 고소득일수록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경우, 현재 경제활동 참여 중인 노인에 비해 무직 상태인 노인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기기의 영향력이 크지 않아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활용방법 등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적었던 점을 들 수 

있다(주경희 외, 2018). 

     건강상태 요인의 경우, 연구대상자가 진단 받은 만성질환 개수가 

적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능력 혹은 기억력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을수록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수준이 높았다. 이는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 활동제한능력이 낮을수록 디지털 기기 접근과 

활용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남궁현경 외, 2017; 장영은, 2019)와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다. 즉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건강에 

지장이 없을수록 스마트기기 접근 및 활용의 기회가 높았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기기 자체가 노인의 노화과정을 고려하여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합만성질환자 혹은 일상활동에서 

의사결정능력 혹은 기억력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의 경우, 기기 

자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을 수 있다(주경희 외,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기기는 노인으로 하여금 자가건강 관리를 돕고 

독립적인 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하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백기훈 외, 2015). 이에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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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다. 

     건강행태 요인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신체활동과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수준이 높았다. 이는 이미 

오프라인 상의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온 노인의 경우, 

시공간의 제약 없이 기존의 사회적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하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신체활동 

수준 역시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신체활동이 

활발한 노인일수록 신체적 제약이 적어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스마트기기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 관련 

요인으로서 신체활동과 사회활동 모두 다뤄지지 않았기에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수준에 있어 노인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건강 관련 특성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노인 집단 내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취약성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 일례로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정보화 교육 습득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연령이 높아질수록 

스마트기기 관련 정보화교육에 대한 부담이 크며 연령에 따라 정보화 

습득 능력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실제로 관련 지자체 사업에서 저연령 

노인에 비해 고연령 노인의 중도 포기 사례가 잦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장영은, 2019). 다음으로 교육수준은 일반적인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접근 가능한 

디지털 정보량이 많아져 디지털 기기 보유 및 활용에 대한 관심도 

차이가 난다(김수경 외, 2020). 이는 결국 노인의 디지털 정보화 습득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에 디지털 취약성 완화 프로그램 수립에 있어 

교육수준이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강조할 수 있다.  

 

 

3)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활용과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 

 

     전체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접근수준과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성노인에 한해서만 스마트폰을 

보유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으며, 외로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그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Matthes, Jörg,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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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nders, Carol, et al, 2017; 김종태, 2020)와 일맥상통한다. 스마트폰은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정보자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해야한다는 압박감, 정보 과다 노출로 인한 

부담감, 온라인 상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의무감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반응속도가 느리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나기 쉬울 수 있다(L. 

Reinecke et al., 2017; Matthes, Jörg, et al, 2020). 이는 추후 지역사회 

노인의 정보화수준 증진 기반 마련에 있어 스마트기기 자체에 대한 보급 

확대 외에도, 기기의 적절한 이용은 물론 디지털 스트레스에 대한 

올바른 대응에 대한 교육이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전체 연구대상자 중 스마트폰 보유자에 한하여 

스마트기기 활용수준을 SNS 가입모임 개수와 일주일간 참여 빈도로 

세분화하여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SNS 모임 

개수와 참여 빈도는 스트레스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외로움의 경우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두 집단에서 

모두 SNS 모임 개수가 많을수록 외로움 수준이 낮아졌으며, SNS 참여 

빈도는 남성노인에 한해서만 외로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관계를 보였다.  이는 스마트폰을 통한 SNS 활용이 외로움 감소에 

기여한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결과(Ballantyne, Alison, et al, 2010; 

Wetzel, Britta, et al, 2020; Zhang, Kunyu, et al, 2021; 황순현 외, 

2017)를 지지하고 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한계 때문에 외출이 

어려운 노인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SNS 활동을 통해 온라인상 

사회관계를 형성 및 유지함으로써 외로움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김명용, 2018; 윤현숙 외, 2016). 특히 COVID-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어 대면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마트기기를 통한 

의사소통 방식은 노인으로 하여금 외부와의 소통을 유지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그 결과로 외로움, 사회적 

고독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수 

있다(Wetzel, Britta, et al, 2020; Zhang, Kunyu, et al, 2021; 

박소영&정순둘, 2019; 황순현, 2017).  

 

 

     이상의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도시 취약지역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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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봄으로써 스마트기기 이용수준별 관련 요인을 성별에 주목하여 

세부적으로 탐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동안 노인보건 연구는 

디지털 기기 이용과 관련하여 단순히 기술 분석 차원에서 인구집단별 

정보화 이용격차를 보고하거나, 국가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화수준’이라는 디지털 관련 종합지표를 종속변수로 하여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어왔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기존에 사용해왔던 PC와 유선인터넷보다는 스마트기기 위주의 정보화 

이용이 활발한 추세이지만 ‘디지털정보화수준’은 PC, 유∙무선인터넷, 

모바일기기를 모두 대상으로 포함하는 종합적인 점수지표로서 

스마트기기 접근∙활용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독립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만을 독립적으로 

종속변수로 두어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수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보화사회에서 스마트기기 

접근과 활용수준 차이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수준별 디지털 이용격차 해소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디지털 이용격차에 따른 디지털 소외 현상을 완화하고자 

정부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정책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을 통한 사회경제적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기기와 그 

환경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국 17개 시도 소재 디지털 

배움터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020). 그러나 

여전히 노인 외에도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까지 포함한 정보취약 

계층을 하나의 정책 대상 집단으로 묶어 노인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디지털 취약성 완화 정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노인 집단 

내에서도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디지털 

취약성은 편차를 나타내고 있기에 이러한 집단 내 다양성을 고려한 

디지털 취약성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COVID-19 

상황에서 더욱 디지털 영역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노인을 고려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활발히 연구되어오지 않았던 

스마트기기 접근∙활용수준과 노년기 정신건강 문제인 외로움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노인의 

SNS활동을 통한 온라인 사회관계 형성이 외로움 감소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는 보고되어온 바 있으나 스마트폰 접근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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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구분하여 외로움과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과 관련 

스트레스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이용 관련 ‘디지털 스트레스’ 관련 국내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정보취약계층인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디지털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기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점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21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집단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전과 다르게 디지털 기기에 친숙하고 그 접근∙활용수준이 

높은 노인 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젊은 세대 못지 않게 디지털 

스트레스에 노출될 위험이 존재하기에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전략 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집단 내 스마트기기 이용수준 편차를 

고려한 정보화사회 속 노년기 정신건강 문제 대응의 필요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자료 및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도시취약노인 대상 맞춤형 방문 건강웰니스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자료를 2차 활용한 단면 연구로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 

경제학적 특성 및 건강 관련 요인과 스마트기기 접근∙활용수준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 노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국내 노인 전체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적이다. 도시 내 

취약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기에 일반 노인에 

비해 사회경제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노인이 분석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가 국내 전체 노인을 대표한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역시 일반화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셋째,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활용수준 

관련요인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스마트기기 접근∙활용수준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수를 모두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정신건강수준을 외로움과 스트레스로 살펴보았으나 연구자료 

특성상 변수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도구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노인의 스마트기기 이용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스마트기기 이용의 목적, 동기나 태도 등 좀 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내 노인의 스마트기기 접근∙활용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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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다양한 요인과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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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daily life is expected to 

accelerate due to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nd the aging 

pop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ccordingly, the influence of digital devices on life 

in old age is increasing. The elderly’s use of digital devices can 

effectively respond to role loss and social disconnection in old age and 

can contribute to successful aging through continuous participation in 

life. Nevertheless, the use of digital devices by the elderly is limited. 

It seems that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the access and use level of 

devices in the elderly group, who have formed various socioeconomic 

status according to gender, which may lead to a gap in digital health 

resource. Although the digital vulnerability of the elderly is 

exacerbating as online services have become more daily du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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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there are few studies on access and use of smart devices 

by the elderly considering gender.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s access level to smart devices,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usage level, and mental health, focusing on 

gender.  

As a cross-sectional study, this research performed analysis 

on 1,225 elders aged 65 and over from the vulnerable class living in a 

small area in Seoul. Independent variables composed of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health-related factors, and smart device access 

and usage levels were classified into smartphone possession and 

number and frequency of social media meetings, respectively, and 

mental health was classified into loneliness and stress. For statistical 

analysis, this study performe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o 

understand the study subjects' access and use of smart devices and 

their mental health status. In addition,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socioeconomic and health-related factors and the 

level of access and use of smart devices, this study examined all, male, 

and female elderly groups using the two-part model. Final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access and use of smart devices and mental health. 

The results showed that 76.2% of all elderly owned a 

smartphone, with 79.2% for men and 73.9% for women,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ccess level according to gender. In terms of 

SNS usage level, the average number of SNS meetings among the 

elderly was 0.67, and the average frequency of SNS participation per 

week was 1.03. The study analyzed the factors related to access and 

use of smart devices and confirm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possession, age, education, and 

social activity for both male and female elderly.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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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y was a significant factor for male 

elderly, and income and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were 

significant factors for female elderly. As for the number of SNS 

meetings, both male and female elders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social activity, and age, marital status, and education/income 

were significant for female elders. As for the frequency of SNS 

participation, age and physical activity were significant factors for the 

male elderly, and education and income, number of chronic diseases, 

and social activity were significant factors for the female elderly’s SNS 

participation frequency.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ss and use level of smart devices and mental health and verified 

that stress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martphone possession 

only in the female elders. While the number of SNS meeting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oneliness of both male and female elderly, the 

frequency of SNS participation was significant only for males. 

The above analysis confirm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of not only the elderly’s access and use level but also their 

influence factors and mental health according to gender. Therefore, 

this study can provide a basis of the need for a solution to the digital 

gap considering the diversity within the elderly group, especially the 

vulnerable elderly who are further alienated from the digital realm in 

the era of COVID-19. On the other hand, the use of smart devices 

showed opposite effects on loneliness and stress. Based on this study, 

follow-up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properly respond to mental 

health issues of the elderly in the information age. 

 

Keywords : (6단어 이내) Digital Exclusion, Smartphone, Older Adults, 

Lonelines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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