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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본 연구는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

상자는 B 광역시에 거주하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179명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스마트폰 이용 분야, 스마트

폰 사용 시간, 연령, 교육 수준, 사회적 지지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심단어: 노인, 스마트폰 과의존, 신체활동, 우울, 사회적 지지

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older 
adults.
Method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with 179 older adults using smartphones 
in B metropolitan city.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effect of physical 
activity,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Results: Factors that affect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the participants were as follows: (a) purpose 
of using smartphone (β=.23, p=.001), (b) age (β=.23, p=.002), (c) smartphone use time (β=.20, p=.004), (d) 
educational level (β=−.15, p=.027), and (e) social support (β=−.14, p=.048). The model explained for 
19.0% (F=9.30, p＜.001).
Conclus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evidence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s and 
policy measures to prevent and manage smartphone overdependence, which has negative effects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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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서  론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강국으로 스마트폰 보유율이 약 94%로 세계에서 가장 높

으며[1], 스마트폰 보유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2]. 스마

트폰은 현대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현대인의 필수품

이지만,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

성이 오히려 스마트폰 과의존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 결과 

다양한 신체·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3,4].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유율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장년층인 5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약 99.8%로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

폰 보유율은 2016년 약 25.9%에서 2020년 약 40.3%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하지만 스마

트폰 과의존 연구는 주로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노인을 포함한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일부 이루어진 바 있으나[5-7] 65세 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Yang과 Lim [8]의 연구가 유일

하여 노인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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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손목터널 증후군, 안구 건조증과 같

은 신체 건강 문제뿐 아니라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와 사회성 발달 저해와 같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문제

를 초래하므로[9-12]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스마트

폰 과의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10,12].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신체·정신·사

회적 요인[9,13,14]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해당 선행연구

들은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선

행연구에서 확인된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요인들이 노인

의 스마트폰 과의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

로써,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

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러한 전략은 스마트폰 과의

존으로 인한 노인의 건강 문제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요인으로 보고

되었으며 신체활동이 적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9,15]. 특히, 신체활동은 노인

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결정 요인이나[16], 신체활

동이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연구가 없어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이 스마트폰 과의

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마트

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요인을 조사한 청소년, 

성인 대상 선행연구 결과, 특히 우울이 스마트폰 과의존의 

주요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나[14,17,18], 청소년, 성인

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울을 중재할 

필요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노인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정신 건강 문제[19,20]인 우울은 노인의 스마트

폰 과의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8] 노

인의 우울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를 확인하는 연구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

트폰 과의존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사회적 지지는 많은 연구에서 스

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되

었다[11,21,22]. 그런데, 사회적 지지는 아동, 대학생의 스

마트폰 과의존에는 부적 영향요인으로[13,23], 노인의 스

마트폰 과의존에는 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나[8],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스마트폰 과

의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노인만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영향요인

을 조사한 연구는 드물고, 특히 신체적 요인, 정신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측면의 영향요인을 포괄적으로 파

악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65세 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마련에 기

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노인의 신체·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 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편의표집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 효과 크기 .15, 관련 변인의 수를 16개

로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의 수는 143명이었으며, 탈

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79명을 표집하였고, 총 179명

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 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으

며 우울증 진단을 받았거나 치매 등의 인지장애 질환이 있

는 자,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자는 

제외하였다.

3. 연구 도구

1) 신체활동

국제 신체활동 측정 도구(International physical Acti-

vity Questionnaire, IPAQ)의 한국어판 단문형 자가 보

고형 국제 신체활동 측정 도구를 이용하였다. 지난 7일 동

안의 격렬한 신체활동,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 걷기, 앉아

서 보낸 활동의 구체적 시간을 측정한 후 MET (min/week)

으로 환산하여 1단계 비활동(inactivity), 2단계 최소한의 

활동(minimally activity), 3단계 건강증진형 활동(health 

enhancing physical activity)으로 분류하였다. 비활동

(inactivity) 즉 1단계는 가장 낮은 신체활동으로, 2, 3단

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된다. 2단계인 최소한의 신

체활동(minimally active)은 20분 이상 격렬한 활동을 3

일 이상 하거나 30분 이상 중등도 활동 또는 걷기를 일주

일에 5일 이상 하거나 걷기, 중등도 활동, 격렬한 활동 아무 

조합이나 주 5일 이상 실시하여 일주일에 600 MET- 

minutes 이상을 소모하는 신체활동이다. 3단계인 건강증

진형 활동(health enhancing physical activity)은 적어

도 3일 이상 격렬한 활동을 하되 최소 주당 1,500 MET- 

minutes 이상을 소모하거나 7일 이상 걷기, 중등도 활동, 

격렬한 활동을 합하여 주당 3,000 MET-minutes 이상을 

소모하는 신체활동이다. 신체 활동량은 각 활동 강도에 따

른 시행 기간, 주당 횟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각 결과의 단위는 MET-min/week으로 표

기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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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3.3×걷는 시간(min)×걷는 일수(day)

중증도 신체활동=

4.0×중증도 활동 시간(min)×활동 일수(day)

격렬한 신체활동=

8.0×격렬한 활동 시간(min)×활동 일수(day)

총 신체 활동량=

걷기+중증도 신체활동+격렬한 신체활동

2) 우울

Yesavage와 Sheikh [25]가 개발한 Geriatric Depre-

ssion Scale Short Form (GDSSF)를 Kee [26]가 한국 

노인 특성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한 한국판 노인 우울 척

도 단축형(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n version, GDSSF-K)을 저자의 사전 승인을 받

아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의 ‘예’ 또는 ‘아니오’로 이루어

진 이 분형 자가 보고형 도구로 총평가 점수는 0점부터 

1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함을 의

미한다. 한국형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는 .88이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8 이였다.

3) 사회적 지지

Zimet 등[27]이 개발하고 Shin과 Lee [28]가 번안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저자의 사전 승

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척도는 3개 하부영역의 총 12문항

으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4문항), 친구로부터의 지지(4

문항), 타인으로부터의 지지(4문항)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 범위는 12∼6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89이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이였다.

4) 스마트폰 과의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29] 

를 저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는 3개의 하부영역의 총 10문항으로 현저성(3문항), 

조절실패(3문항), 문제적 결과(4문항)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는 10∼40점 범위이다. 청소년

(만 10∼19세)의 경우 31점 이상은 고위험군, 23∼30점

은 잠재적 위험군, 22점 이하는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되

며, 성인(만 20∼59세)의 경우 29점 이상은 고위험군, 24

∼28점은 잠재적 위험군, 23점 이하는 일반사용자군으로 

분류된다. 또한 고령층(만 60세 이상)의 경우 28점 이상

은 고위험군, 24∼27점은 잠재적 위험군, 23점 이하는 일

반사용자군으로 분류된다. 스마트폰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 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90이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4이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C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CUPIRB-2021-054)을 받은 후, 2021년 10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B 광역시 소재 

노인정, 노인 복지관, 종합 사회복지관, 근린공원 이용자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전 해당 기관에 연구자가 직

접 방문하여 기관장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

료 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자료수집 시 연구자가 해

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자료 수집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서

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작성된 설문지 및 동의

서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즉시 서류 봉투에 넣어 밀봉

하여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 일반적 특성 및 제 

변수의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

하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신

체활동, 우울,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스마

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성이 103명(57.5%)

이었고, 평균연령은 72.77±5.50세로, 65∼69세가 61명

(34.1%)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는 138

명(77.1%)이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는 130명

(72.6%)이었으며, 사회활동 참여 모임 수는 3∼4개가 80

명(44.7%)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 80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거주 형태는 부부가 같

이 사는 형태가 124명(69.3%)으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 

경제 상태는 보통이 122명(68.2%), 주관적 건강 상태도 

보통이 94명(52.5%)으로 가장 많았다. 만성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90명(50.3%)이 이었다.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

간은 1시간∼2시간미만 사용자가 63명(3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마트폰 이용 분야는 커뮤니케이션이 1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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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7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Men 76 42.5

Women 103 57.5

Age (year) 65∼69 61 34.1 72.77±5.50

70∼74 52 29.0

75∼79 42 23.5

≥80 24 13.4

Spouse Yes 138 77.1

No 41 22.9

Status of 
economic activity

Yes 49 27.4

No 130 72.6

Number of social 
activity

1∼2 49 27.4 3.58±1.61

3∼4 80 44.7

≥5 50 27.9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55 30.7

High school 80 44.7

≥College 44 24.6

Living status Alone 33 18.4

Spouse 124 69.3

Sons or daughters 14 7.8

Others 8 4.5

Subjective economic 
status

Poor 13 7.3

Moderate 122 68.2

Good 44 24.5

Perceived health status Poor 21 11.7

Moderate 94 52.5

Good 64 35.8

Chronic disease Yes 90 50.3

No 89 49.7

Smartphone using 
time (hour/day)

＜1 32 17.9

1∼＜2 63 35.2

2∼＜3 39 21.8

3∼＜4 26 14.5

≥4 19 10.6

Using smartphone 
servicesa)

Search and utilize 
information

125 69.8

Leisure 162 90.5

Communication 176 98.3

Finance 75 41.9

Online trading 27 15.1

Life management 86 48.0

a)Multiple responses.
Search and utilize information included news, search for product/service 
information, traffic and location information search, search for interests, web
surfing. Leisure included movies/TV/videos, games, music, e-books/webtoon/
Web novels. Communication included messengers, SNS, e-mail. Online 
trading included purchasing goods/services. Life management included 
health care.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Level of physical activity,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smartphone dependency of the participants (N=179)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Range Min Max

Physical activity (MET-min/week) 3478.20±2652.73 0.00 13437.00

Inactivity 13 (7.3)

Minimally active 87 (48.6)

Health enhancing physical activity 79 (44.1)

Depression 3.22±2.93 0∼15 0.00 14.00 

Social support 3.61±0.52 1∼5 1.25 5.00 

Smartphone overdependency 1.86±0.45 1∼4 1.00 3.00 

High-risk group 1 (0.6)

Potentially-dangerous group 43 (24.0)

General group 135 (75.4)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98.3%)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신체활동, 우울, 사회적 지지 및 스마트폰 과의

존 정도

대상자의 신체활동 평균 3478.20±2652.73 MET-min/ 

week였으며, 비활동군이 13명(7.3%), 최소한의 활동군이 

87명(48.6%), 건강증진군이 79명(44.1%)이었다. 대상자의 

우울 평균 점수는 3.22±2.93점, 사회적 지지 평균 점수

는 3.61±0.52점, 스마트폰 과의존 평균 점수는 1.86± 

0.45점이며,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이 1명(0.6%), 잠

재적 위험군 43명(24.0%)으로 나타나 24.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의 차이

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 연령(F=2.81, p=.044), 교육 수

준(t=4.18, p=.017),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F=5.09 

p=.001), 스마트폰 이용 분야 중 여가(t=3.80,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연령이 70

세 이상인 경우, 교육 수준이 대학교 졸업 미만인 경우, 스

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스마트폰 과

의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신체활동, 우울, 사회적 지지 및 스마트폰 과의

존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신체활동(r=−.17, p=.028), 

사회적 지지(r=−.15, p=.034)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신체활동이 적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대상자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상자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폰 과의존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신체활동, 사회적 지지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연령, 교육 

수준,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스마트폰 이용 분야를 독립변

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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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smartphone overdepend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79)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F p Scheffé
Gender Men 1.87±0.47 0.27 .787

Women 1.85±0.45

Age (year) 65∼69a 1.72±0.51 2.81 .044 a＜b, c, d

70∼74b 1.93±0.41

75∼79c 1.93±0.43 

≥80d 1.96±0.34 

Spouse Yes 1.83±0.46 −1.66 .098

No 1.96±0.41 

Status of economic activity Yes 1.93±0.47 1.27 .204

No 1.83±0.45 

Number of social activity 1∼2 1.78±0.46 2.22 .111

3∼4 1.85±0.48

≥5 1.96±0.45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a 1.97±0.45 4.19 .017 c＜a, b

High schoolb 1.86±0.44 

≥Collegec 1.71±0.45 

Living status Alone 1.99±0.36 1.36 .257

Spouse 1.82±0.47 

Sons or daughters 1.91±0.53 

Others 1.93±0.46 

Subjective economic status Poor 1.90±0.45 0.16 .849

Moderate 1.87±0.46 

Good 1.83±0.45 

Perceived health status Poor 2.03±0.39 1.92 .150

Moderate 1.86±0.47 

Good 1.81±0.45 

Chronic disease Yes 1.89±0.42 0.94 .346

No 1.83±0.49 

Smartphone using time (hour/day) ＜1a 1.61±0.36 5.09 .001 a, b, c＜d, e

1∼＜2b 1.88±0.46 

2∼＜3c 1.82±0.47 

3∼＜4d 2.10±0.36 

≥4e 1.97±0.50 

Using smartphone servicesa)

Search and utilize information Yes 1.85±0.46 −0.37 .710

No 1.88±0.44 

Leisure Yes 1.90±0.44 3.80 ＜.001

No 1.48±0.37 

Communication Yes 1.86±0.45 −0.54 .592

No 2.00±0.46 

Finance Yes 1.87±0.46 0.36 .721

No 1.85±0.45 

Online trading Yes 1.94±0.39 1.05 .297

No 1.85±0.46 

Life management Yes 1.83±0.43 −0.92 .359

No 1.89±0.47 

a)Multiple responses.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4. Correlation among physical activity,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N=179)

Variables
Physical activity Social support Depression

r (p) r (p) r (p)

Social support .07 (.329)

Depression −.03 (.723) −.16 (.034)

Smartphone 
overdependence

−.17 (.028) −.15 (.039) .10 (.192)

형 변수인 경우, 가변수(Dummy variable)로 변환하여 

모형에 투입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 전 Durbin- 

Watson 통계량을 구한 결과 1.838로 오차항들 간 자기

상관은 없었다.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구한 결과 

1.01∼1.03으로 기준인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스마트폰 이용 분야에서 여가(β=.23, p=.001), 연령

(β=.23, p=.001),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β=.20, 

p=.004), 교육 수준이 대학교 졸업 이상(β=−.15, p=.027), 

사회적 지지(β=−.14, p=.048)순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

트폰 이용 분야가 여가일 때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게 나타

났으며 연령이 70세 이상일때, 스마트폰 사용이 3시간 이

상일 때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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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N=179)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81 0.24 7.68 ＜.001

Using smartphone 
services (Leisure)a)

0.35 0.11 .23 3.31 .001

Age (≥70)b) 0.22 0.07 .23 3.44 .001

Smartphone using 
time (≥3 hours)c)

0.21 0.07 .20 2.92 .004

Education level 
(≥College)d)

−0.16 0.07 −.15 −2.22 .027

Social support −0.12 0.06 −.14 −1.99 .048

R2=.21, Adj R2=.19, F=9.30, p＜.001

Reference group: a)No, b)＜70, c)＜3 hours, d)≤High school.
SE: Standard error.

교육 수준이 대학교 졸업 미만,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19.0%로 

확인되었다(F=9.30, p＜.001).

고  찰

본 연구는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파악하고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

존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마련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한 연구이다. 

대상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는 평균 평점 1.86점/4

점이었으며 전체 대상자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4.6%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60대

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0]에서 16.8%,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6]에서는 16.0%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77세로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스

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Yang과 Lim [8]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2.2%로 나

타났으나, 본 연구와 스마트폰 과의존을 조사한 도구가 달

라 단순 비교는 어려웠다. 이처럼 노인 즉, 65세 이상 인

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을 조사한 연구가 많

지 않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 하더라도 스마트폰 

과의존 측정 도구가 달라[8], 노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폰 과의존 비율에 관한 연구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은 연

령, 교육 수준, 스마트폰 사용 시간, 스마트폰 이용 분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은 70세 이

상인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Yang과 Lim [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

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70대 이상에서의 스

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높은 원인이나 그 영향을 분석한 연

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인에 비

해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70세 미만 노인에 비해 70세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

존 정도가 더 높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스

마트폰 예방 프로그램 및 정책이 더 이상 아동, 청소년, 성

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 대상을 노인 특히 

70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

육 수준이 대학교 졸업 미만인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 정

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스마트

폰 과의존 정도가 높다는 Kim과 Shin [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의식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

아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6].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50∼60대 대상으로 한 Bae와 Koh [5], Jang [31]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마트폰 과

의존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으며 

다른 연령대의 스마트폰 과의존[9,14,32-34]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또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여 적정 시간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 분야 중 여가에 해당하는 영

화·TV·동영상, 게임, 음악, 전자책·웹툰·웹소설을 이용하

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

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을 여가로 활용하는 

노인은 90.5%로 나타나, 많은 노인이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 

분야, 연령, 스마트폰 사용 시간, 교육 수준, 사회적 지지

가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19.0%이었다. 노인의 스

마트폰 과의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마트폰 

이용분야(여가)로 나타났다. 이는 60대를 대상으로 한 

Jang [31],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on [35], Seo 등[22]

의 연구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여가를 보내는 것이 스마트

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것과 일치한다. 

과거의 노인이 주로 TV 시청으로 여가를 보냈다면, 오늘

날의 노인은 주로 스마트폰으로 여가를 보내고 있는데

[36], TV에 비해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

므로 과의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신체·정

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이로 인한 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노인 여가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

른 요인은 연령(7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

이 70세 이상일 때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높게 나타났

다. 10∼40대를 대상으로 한 Hwang 등[4]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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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n [12]과 Yoo 등[37]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상반된 결

과를 보고하였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본 연구 결과는 

70세 이상 연령이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영향요인임을 

파악하여 의미가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대상을 청소년, 성인을 위주로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노인

에게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70세 이상 노인들

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어떠한 신체·정신 건강문제

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 또한 필요하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교육 수준 또한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

용 시간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고[22,38,39], 

노인에서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의의가 있다. 따라

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며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 조절력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 선행연구[6,40], 해외 선행[41]연구 결

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스마

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효과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방법 및 매체 개발이 필

요하다.

또한,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스

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30]와 Jo와 Go [13], Lee와 Lee [23]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스마트폰 과의존의 부적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사회적 지지

를 받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온라인

에서 사회적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23],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노인들이 스마트

폰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고자 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

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지역사

회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반

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Yang과 Lim [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높게 나

타나 본 연구와 반대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는 노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소셜네트워

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의 관계 지향적인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으로 분석하

였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스마트폰 과의존

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일관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

으나 노인의 경우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므로,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

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활동을 스마트폰 과의존

에 부적 영향요인으로 보고한 선행연구[32,33]의 결과와

는 일치하지 않았다. 노인의 신체활동과 스마트폰 과의존

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므로 추후 반복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울은 다수의[14,17,18,42,43]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적 영향요인인 것으로 확

인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Yang

과 Lim [8] 연구에서도 우울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조사

한 연구가 부족하나 다른 연령대의 대상자 연구와는 반대

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우울과 

노인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스마트폰 이

용 분야, 스마트폰 사용 시간, 연령, 교육 수준, 사회적 지

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의 스마

트폰 과의존 영향요인을 조사한 국내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 노인들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신체활동 수준이 낮으며, 경제 상태가 나쁘다고 인

식하는 경우가 많지만[44-46] 본 연구 대상자는 만성질환 

유병률이 낮고 신체활동 수준이 매우 높고 경제 상태가 나

쁘다고 인식한 경우가 매우 적었다. 이는 COVID-19 유

행 상황에서 신체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대상만으

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이 어려워 근린공원을 이용

하는 노인을 연구 대상자에 포함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

서 추후 다양한 노인층을 포괄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

을 제언한다. 또한 다른 연령층에서 확인된 스마트폰 과의

존 영향요인이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는 영향을 미치

지 못했던 것에 주목하여,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 동기와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이 신체·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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