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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액티브 시니어의 모바일 앱 사용 수준이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이용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초에 15일 동안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내용으로 독립변수는 “모바일 앱 사용 수준”, 매개변수는 “라이프스타일”,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각 변수 간 신뢰도 및 탐색적 요인이 검증되었고 내적 일관성도 확보

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각 항목들의 집중타당성이 일반적으로 잘 확인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조방정식에 의한 

가설검증결과, ‘‘앱 사용 수준 ⇨ 라이프스타일’ 0.244로, ‘라이프스타일 ⇨ 삶의 만족도’ 0.707, ‘앱 사용 수준 ⇨ 

삶의 만족도 0.141’로 채택되었다. 액티브 시니어의 모바일 앱 사용 수준이 높을수록 라이프스타일이 높아질 것이

고, 라이프스타일이 향상될수록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모바일 앱 사용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향상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앱 사용 수준과 라이프스타일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주제어 : 액티브 시니어, 모바일, 앱 사용 수준, 라이프스타일, 삶의 만족도

Abstract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extent to which active seniors' mobile app 

usage level affects their lifestyle and life satisfaction. For this, we surveyed for 15 days in early 

December 2021 targeting about 150 users nationwide. As the questionnaire content,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mobile app usage level”, the parameter was “lifestyle”, and the dependent 

variable was “life satisfaction”.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reliability and exploratory factors 

between each variable were verified, and it was confirmed that internal consistency was secured.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concentration validity of each item was generally well confirmed. As 

a result of hypothesis testing by the structural equation, 'App usage level ⇨ Lifestyle' was 0.244, 

'Lifestyle ⇨ Life satisfaction' 0.707, and 'App usage level ⇨ Life satisfaction 0.141' was adopted. 

This study show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mobile app usage of active seniors, the higher the 

lifestyle. Also, the better the lifestyle, the better the quality of life. It is analyzed that life satisfaction 

will improve as the level of mobile app use increase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it seems necessary to increase the level of app use and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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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액티브 시니어는 풍부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이고 소비와 문화생활을 누릴

줄 아는 신흥 소비층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970년

도를 전후로 기존 시니어 세대와 액티브 시니어 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엑티브 시니어 세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을 통해 정보를 얻으며 삶의 가치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수입이나 사회적 동료들과 정서적 정보망을 구축하면서

사회성을 높이는데 있다. 액티브 시니어는 경제적 안정

성을 바탕으로 소비 활동 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비 행복과

삶의 행복이 증가한다고 인식하고 있다[1]. 

모바일 앱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따위의 통신기기로 

특정 업무나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발된 응용 프로

그램을 말한다[2]. 모바일 앱의 종류에는 네이티브 앱

(Native Application)으로 스마트폰이 처음 탄생하면서

존재하였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앱을 의미한다. 모바일

웹(Mobile Web)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개발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가장 큰 장점은 개발 및 유지보수가

매우 간편하다.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lication)은 

네이티브 앱 형태로 만들되 그 안에 웹 사이트를 띄울 

수 있는 브라우저 창을 두는 앱을 의미한다. 크로스-플

랫폼 앱(Cross-Platform Application)은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신경 쓰지 않고 하나의 언어로 개발할 수 

있는 네이티브 앱이다. PWA(Progressive Web 

Application)은 웹의 한계를 브라우저의 발전을 통해 

끌어올린 것을 의미한다[3].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모바일 앱의 사용 수준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액티브 시니어의

모바일 앱 사용 수준이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에

있는 엑티브 시니어 세대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에 약 15일 동안 설문조사를 착수하였다. 설문내용

으로 “독립변수로 모바일 앱의 사용 수준, 매개변수로 

라이프스타일, 종속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실증분석에서 신뢰도 및 중요도, 탐색적

요인과 판별타당성, 구조방정식을 통한 가설 검증을 시도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액티브시니어의 모바일 앱 사용 

수준이 높을수록 라이프스타일이 높아질 것이고, 라이프

스타일이 향상될수록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모바일 

앱 사용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선행연구 

2.1 모바일 앱 사용 수준 

김현성(2012)은 모바일 폰의 감성디자인을 강조하

면서 고령화 사회의 시니어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세대

로서 잠재적 기회를 가진 마케팅 성장의 대상이며[4] 

핵심적인 소비계층이라고 하였다[5]. 새로운 소비자층인

액티브 시니어는 기존 실버세대보다 모바일 기기 조작에

어려움이 없고 모바일 쇼핑도 즐기는 등 스마트폰 이용

도가 높으며[6], 모바일의 장점을 즐기며 능숙하게 사용

할 줄 안다[7]. 이혜연, 윤재영(2020)은 액티브시니어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용자 경험의 6가지 요소를 보완

하여 개선한 결과 사용성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8].

이처럼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는 그들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연구와 제안이 필요하다.[9]

2.2 라이프스타일 

액티브시니어의 라이프스타일은 기존 시니어와 다르게

건강, 경제, 관계, 여가 등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

한다[10]. 원선진, 성정환(2008)은 고령 집단을 획일화된

집단으로 간주하지 말고 그 안에서의 성향 차이를 구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11]. 송나윤, 남경숙(2011)은 

액티브 시니어의 도심형 4가지 유형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면서 스마트 시스템을 실버타운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12]. 신 액티브 시니어는 개별적인 

라이프를 선호하고 적극적인 자기표현에 익숙하다.

그러므로 편리한 서비스를 자신에게 맞게 사용하길

원하고 있다[13]. 

2.3 삶의 만족도 

정은영 외 2(2019)은 베이비 붐 세대 여성들을 대상

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융합적인 요인들을 

연구하였다.[14] 액티브시니어는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여가시간을 의미있게 쓰고 싶어한다[15]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와 소속감이 중요한데 이는

여가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다[16]. 김신범, 설수황(2019)

은 액티브시니어를 대상으로 여가와 가정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17]. 이지열, 이민석(2020)은 액티브

시니어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성공적 노화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18]. 이들의 생활 

만족도는 능동적 삶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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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와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1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액티브 시니어의 모바일 앱 사용 수준이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의 이용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15일 동안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독립변수는 모바일

앱 사용 수준을, 매개변수는 라이프스타일을,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이 변수들을 활용하여 3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설문지는 각 항목별 리커드 5점

척도로 산출하여 신뢰도 및 중요도 분석 그리고 타당성 

분석 등을 도출하였다. 

3.2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3.2.1 연구모형 

Fig. 1은 연구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Fig. 1. A model of the study

3.2.2 모바일 앱 사용 수준과 라이프스타일 

채주석(2019)은 우리나라 시니어 스마트 폰 사용

방식은 다기능(적극 활용), 메시지 중심활용, 수동(제한적

활용)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19]. 박강현 외 2(2020)은

고령자들의 모바일 활용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라이프스타일 앱을 사용하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20]. 김경진, 안대천

(2014)은 라이프스타일을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모바일 앱의 이용동기와 앱광고 태도를 연구하였

는데 50대는 사회중심 향유를 지향한다고 하였다[21]. 

이처럼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에 따라 모바일 앱의 사용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설 1 : 모바일 앱 사용 수준이 높을수록 라이프

스타일이 높아질 것이다. 

3.2.3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만족도 

남수현, 김미혜(2014)는 은퇴를 준비하는 부부의

여가활동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22]. 이제행, 조건상(2017)은 시니어의 긍정적 

태도가 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23]. 박광희(2012)는 웰빙 라이프스타일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하였다

[24].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삶의 질이 다르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액티브 시니어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삶을 만족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25].

가설 2 : 라이프스타일이 향상될수록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3.2.4 모바일 앱 사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모바일을 사용한 정보의 질적 활용은 이용성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시니어의 디지털 기기 이용성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26]. 엄사랑 외 

2(2020)은 중고령자의 높은 삶의 만족도를 실현하려면 

기술에 대한 포용력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27]. 이처럼 중고령자의 모바일 폰, 스마트패드와 같은 

모바일 이용능력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를 통해

간접적인 삶의 만족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28].  

가설 3 : 모바일 앱 사용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3.3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연구의 조작적 정의가 Table 1에 독립변수(앱 사용

수준)와 매개변수(라이프스타일), 종속변수(삶의 만족도)를

나타나 있다. 독립변수는 5개 항목으로, 매개변수는 3개

항목으로, 종속변수는 5개 변수로 나타내고 이에 따른 

참고문헌도 다수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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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a variable

Variable Measurement items Reference

App Usage Level

I can call a taxi wherever I want using a mobile app.
H. S. Kim. (2012),

J. E. Shin, J. H. Eune. (2020)

J. H. Rho, Y. D. Chun. (2019),

S. Y. Park, et. al 2 (2019), 

H. Y. Lee, J. Y. Yoon. (2020)

I can easily and quickly move pictures on my smartphone to my PC.

I am using subway or transportation apps.

I can order food using the delivery app.

I am watching content using OTT service on my smartphone.

Lifestyle

I value relationships with people in society.
T. H. Park.. (2011)

S. J. Won, J. H. Sung. (2008)

N. Y. Song, K. S. Nam. (2011)

D. M Lee. J. Y. Lee. (2014)

I consider it important to build a sense of career and 

accomplishment while working.

I am investing for my future and retirement.

Life Satisfaction 

I am happy with my present life.

H. S. Jung.. (2010),

J. G. Lim, J. G. Lee. (2011),

S. B. Kim, S. H. Seol. (2019),

J. Y. Lee, M. S. Lee. (2020)

I am a valuable person.

My life is full.

I am satisfied with leisure and cultural life.

I am satisfied with my job and work-related life.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Variable App Usage Level Life Satisfaction Lifestyle Cronbach's α 

App Usage Level

.853 .167 .185

0.860

.844 .175 .187

.723 .158 -.244

.717 .294 .201

.710 .065 .306

Life Satisfaction

.053 .853 .172

0.869

.205 .836 .150

.260 .789 .170

.152 .657 .340

.324 .569 .382

Lifestyle

.172 .209 .774

0.703-.025 .279 .763

.315 .242 .583

Note : KMO=0.8963 , Bartlett's 
=768.026 (p<0.001) 

4.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 앱 사용에서 물류서비스, 

브랜드가치. 제품선호도가 소비자의 만족도, 브랜드충

성도에 영향을 주는 가설검증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조작적 정의와 변수, 측정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측정항목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신뢰성 분석이란 표본의 특성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설문지 응답자들이

내용을 뚜렷이 이해하고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하였는지를

분석하는 내적 일관성 검증 과정이다[29]. 

본 연구를 통해 내적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

적인 방법으로 신뢰성 검사 방법 Ch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하였다. 널리 알려진 Nunnally(1978)의 예비

연구를 보면 0.6 이상의 계수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실무 연구에서는 계수가 0.7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30]. Table 2를 보면 Chronbach's 

Alpha 값들이 0.7 이상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 활용한 측정항목들은 내적 일관성을 확인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각 변수들의 타당성 분석에는 베리맥스방식(Varimax 

Rotation)을 주성분 분석에 활용하여 탐색적 항목 분석을

실행하였다.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의 각 

항목들의 적재량은 0.4로 모두 기준치 이상으로 같은 

항목들이 상호 잘 융합되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Table 3에서는 각 항목들의 판별타당성(AV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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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신뢰도(CR) 수치가 기준치 0.5 또는 0.7 이상으로 

계산되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변수들의 집중타당성이

일반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판별 타당성분석은 각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로

검증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AVE제곱근과 상관계수를 

서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Table 3에서 보듯이 각 변수

들의 AVE제곱근은 다른 상관계수와 비교하여 그 값이 

더 크므로 각 변수들 사이의 판별 타당성이 확인된 것

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액티브시니어의 모바일 앱 사용 수준이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

석을 토대로 파악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하였던 연구

모형검증을 위해 AMOS 21.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가설검증을 하기 위한 연구모형의 적합성은 최대우

도법(MAximum Likely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292.415(df=144, p=0.001), CMIN

/DF=2.031, CFI=0.881(>0.9), TLI=0.869(>0.9), RMR=

0.067(0.7까지 인정), GFI=0.889(>0.9)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적합도의 권장기준보다 높음으로 본

연구모형은 적합하다고 보고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액티브시니어의 모바일 앱 사용 수준이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한 검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또한, 연구가설 모형의 결과는 Fig.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able 3. Discriminant Validity Verification

Variable AVE CR App Usage Level Lifestyle Life Satisfaction

App Usage Level 0.513 0.966 0.716

Lifestyle 0.440 0.878 0.513 0.663

Life Satisfaction 0.480 0.965 0.523 0.606 0.693

*Bold letters are the square root of AVE's value

Table 4. Hypothesis Verification through Structural Equations

Theory Route Estimate P Verification

Hypothesis 1 App Usage Level ⇨ Lifestyle 0.244 0.001*** Adopted

Hypothesis 2 Lifestyle ⇨ Life Satisfaction 0.707 0.001*** Adopted

Hypothesis 3 App Usage Level ⇨ Life Satisfaction 0.141 0.02* Adopted

Fig. 2. Research Model Analysis Results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액티브 시니어의 모바일 앱 사용

수준이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전국적으로 이용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초에 15일 동안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내용으로 독립변수는 “모바일 앱 사용 

수준”, 매개변수는 “라이프스타일”,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실증분석은 신뢰도 분석과 중요도 분석 그리고 타당성

및 연관성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탐색적요인과 구조방정식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SPSS WIN 18.0(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각 변수들의 신뢰도 요인과 탐색적 요인을 

도출한 결과 Chronbach's α 값들이 모바일 앱 사용 

수준 0.860, 라이프스타일 0.703, 삶의 만족도 0.86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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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되어 각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이 모두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항목들을 살펴보고 타당성 분석을 검증한 결과,

모바일 앱 사용 수준과 라이프스타일, 삶의 만족도 모두

유사한 항목들끼리 상호 잘 묶여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각 항목들의 AVE 값은 0.4 이상으로 산출되었고 CR 

값은 0.7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항목들의 

집중타당성이 일반적으로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본 논문에서 모바일 앱 사용 수준이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구조

방정식 모형에 관한 적합성을 최대우도법으로 도출한 

결과, 본 연구모형은 매우 적합하게 확인되어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수치는 적합도의 기준선 이상으로 

나타나 본 논문의 연구모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가설검증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액티브시니어의 모바일 

앱 사용 수준과 라이프스타일 및 삶의 만족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가설검증결과에서 표준화계수가 ‘앱 사용 수준 ⇨

라이프스타일’ 0.244로, ‘라이프스타일 ⇨ 삶의 만족도’ 

0.707, ‘앱 사용 수준 ⇨ 삶의 만족도’ 0.141로 도출되어

채택되었다. 검증결과, 액티브시니어의 모바일 앱 사용 

수준이 높을수록 라이프스타일이 높아질 것이고, 라이프

스타일이 향상될수록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모바일 

앱 사용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앱 사용 수준과 라이프스타일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액티브시니어의 모바일 앱 사용 

수준이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향후 액티브시니어의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차기 연구를 통해 모바일 앱 사용 수준을 세분화하여 

더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액티브시니어를 넘어 더 폭 넓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더욱 유용한 연구가 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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