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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활동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55세 이상
중고령자 1,665명을 대상으로 Baron & Kenny(1986)의 3step 과정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고령자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고령자의 모바일기
기 이용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표명, 정책제
안 및 민원제기, 기부나 봉사활동, 온라인 투표 및 여론조사)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는 중고령자의 스마트폰, 스마트패드와 같은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고령자의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활동의 확대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삶의 만족도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인의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활동 증진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이용을 확대하고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에 기초적 자
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중고령자, 모바일기기 이용능력, 삶의 만족도, 온라인 사회참여활동

Abstract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mobile social particip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bile device capability and life satisfaction. Using the data of 2018 Digital 
Divide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NIA), th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by Baron & Kenny (1986) 's 3 step process, targeting 1,665 middle and older aged adults.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mobile device capability of the middle and older aged people has a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effect of the mobile device capability of middle and 
older aged people on life satisfaction is partially mediated by mobile social participation including 
expressing opinions on social concerns, proposing policies and filing a civil complaint, donation and 
volunteering work and online voting and responding to a poll. The result represents that the mobile 
device, such as a smart phone or a smart pad, capability of the middle and older aged group not only 
directly benefits the group but also helps expand their mobile social participation, which leads to, 
although indirectly, higher life satisfaction. Therefore, the study is expected to be a groundwork for 
a practical intervention for enlarging the use of mobile device and lifting digital information level of 
the elderly to encourage mobile social participation and drive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Middle and Older people, Mobile device capability, Life satisfaction, Mobile soci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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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이 보급화 되면서 모바일기기 점유율은 
2010년 4.9%에서 2018년 94.9%로 급격하게 증가하였
다. 20대와 30대 뿐 아니라 50대와 60대의 모바일기기 
점유율도 98.5%, 88.4%로 나타나 중고령자의 모바일 기
기 이용이 상당히 활발함을 알 수 있다[1].

모바일기기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일방
향적(one-way) 전달에서 쌍방향적(two-way) 관계 변
화로 이어지면서 사회참여활동의 범위를 비약적으로 확
장하였다[2]. 지역적인 범위에 한정되었던 사회참여활동
은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었으며[2], 특히 신체적 제한
으로 다양한 사회참여에 제한이 있던 고령층에게 가상의 
사회 네트워크는 고령층의 사회적 소외 및 소통 부재 등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대두되었
다[3]. 비록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인간관
계를 유지 및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
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중고령자의 모바일기기 
이용은 대인간의 의사소통 확장과 삶의 만족도에 기여하
는데 효과적이다[4].

모바일기기이용이 고령층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증
진시키고 있음을 기존 연구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5,6]. 
한국정보화진흥원(2015)와 Chen(2009)은 중고령자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이 높을수록 온라인 사회참여활동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5,6]. 

더 나아가 모바일기기이용은 온라인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 또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8]. 
특히 이환수와 이나리(2014)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
질수록 사회참여활동이 감소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활
동을 통해 고령층의 사회적 자본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
다고 주장하였다[3]. 또한 중고령자의 모바일 기기를 이
용한 인터넷 활용은 사회활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9], 
적극적인 정보제공자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존감이 
향상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
와 공유하는 주체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
다[10].

즉,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은 온라인 사회참여활동을 매
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 생각하지만 아직 모바일기기 이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활동의 매개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기가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8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령자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이 삶
의 만족도 관계에서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활동이 
매개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2. 문헌고찰 및 가설설정

2.1 중고령자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이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기
본적인 활동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의미한다. 구체
적인 측정내용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기본적인 환경 
설정, 무선네트워크 설정, 파일을 컴퓨터에 이동, 다른 사
람에게 파일 전송, 필요한 앱 설치 및 이용, 악성코드 검
사 및 치료, 문서 및 자료 작성 등에 대한 7개 항목을 스
스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로 측정한다[6]. 중고령자를 대
상으로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을 조사한 결과 ‘다른 사람에
게 파일 전송’과 ‘기본적인 환경 설정’ 능력이 각각 
56.5%로 높고, ‘악성코드 검사 및 치료’능력이 2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7개 모든 항목에서 여성보
다 남성의 이용 능력이 높고 연령별로는 50대에서 높고 
70대 이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월 가구 소득별
로는 7개 항목 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6].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장애인, 
저소득, 농어민 등의 다른 계층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
지만 2015년 68.5%에서 91.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즉, 디지털 정보화 수준의 현황
을 해석한다면 중고령자의 삶에 있어서 모바일기기 이용능
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고령자의 높은 모바일기기 이
용능력은 스트레스 감소와 사회적 연결 강화 등에 영향
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도, 생활만족도 등의 
삶의 질에 정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8,9,11-1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White 외(1999)
는 월드와이드웹의 사용방법과 이메일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여 모바일기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노인
들이 자신의 시야가 확장되고 현대적으로 바뀌었으며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외롭지 않다
고 인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모바일기기를 이용하
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한 노인들은 생활스트레스를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1]. 또한, Zheng 외(2015)
는 중고령층이 건강정보, 사회적 연결, 재정정보의 필요
성을 느껴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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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좌우
된다고 주장하였으며[12] 김명용과 전혜정(2017) 의 연
구에서는 중고령자의 모바일기기이용은 생활만족도 향상
뿐만 아니라 우울의 감소 등의 같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
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8]. 이와 유사
하게 김수경 외(2019)는 디지털정보접근수준이 높은 중
고령자는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주장하면서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접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기이용에 대한 
물리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9]. 이외에도 김희
정(2019)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모
바일기기이용과 건강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바
일기기 이용 동기와 태도가 높은 경우 대상자의 건강 만
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14], 신용주와 구민정(2010)의 연구에서도 정보화 교육
을 받은 노인집단의 삶의 만족도(평균 72.45점)가 정보
화교육을 받지 않은 노인집단의 삶의 만족도(평균 62.08
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가설 1.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2 중고령자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과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간의 관계

최근 3년간 중고령자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모
바일기기 이용률이 전 연령대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다. 주 이용기기인 스마트폰의 최근 2년간 이
용률 증가폭을 살펴보면 50대 5.4%p, 60대 22.2%p, 
70tp 이상 2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에도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았던 50대에 비해 60대, 70대는 
타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내는 것
으로 집계되었다[1]. 이렇듯 모바일기기이용이 증가하면
서 중고령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등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집 또는 직장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
를 형성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이란 인터넷을 이용한 사회적 관
심사 또는 정책평가, 민원제기, 봉사활동 등의 활동 여부
를 의미한다[6]. 중고령자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과 모바
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는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설정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등의 이용능력을 보유한 중고
령자가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에 참여도 활발하며 다양한 
정보의 취득과 참여 기회가 많아진다고 주장하였다[5,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정보화진흥원(2015)은 중고령

자를 대상으로 모바일기기이용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
시한 결과 앱 설치 및 삭제, 파일 전송 등의 중고령자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은 모바일 상에서의 지인들과의 연
락 및 의견공유, 사회문제 관심 및 의견표명 등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6]. 
또한 Chen(2009)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의 무선인
터넷을 설정하고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기기 이
용능력이 높은 노인이 모바일 상에서 타인과 대화를 주
고받거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의논하고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와 유사하게 윤현숙 외(2015)는 
정보화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온라인  상에
서의 사회관계 형성과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4].

위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인에게 파일을 
전송하거나 필요한 앱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등의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은 은퇴와 같은 심리적, 사회적으로 고립되
기 쉬운 인생의 전환기적 시점에 있는 중고령자에게 외
부세계와의 유대관계를 재 연결시키고, 강화시키며 궁극
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는 중고령자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과 오프라인 사회참여 활동과의 관
계를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고령자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이 온라인상에서의 사회
참여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연구는 부재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가설 2.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은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
참여 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중고령자의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활동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삶의 여러 측면에 대하여 얼마
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8]. 노인
의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은 개인적 특성, 인구학적 요인, 
사회 경제적 요인, 심리적․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보화에 따른 기술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8,15].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필요에 따
라 온라인상에서 사회참여 활동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으로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키는 장치로써 외로움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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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16]. 
중고령자의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고령
자들의 모바일 기반 시민단체 및 정당활동, 커뮤니티 활
동 등의 사회참여 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8][17-2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odfrey&Johnson(2009)의 연구에서는 중
고령자가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활동들을 함으로써 자
신감, 자부심을 얻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
도 향상된다고 주장하였다[7].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김
명용 외(2017)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과 삶
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
은 모바일 상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및 의사소통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가활동이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보의 취득과 참여 기회가 많아져, 결과적
으로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였다[8]. 뿐만 아니라 강월석 외(2013)는 시민단체, 정당 
활동,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표명 등의 활동을 하는 
중고령자가 활동을 하지 않는 중고령자보다 시대를 앞서
간다는 자존감 상승을 비롯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17], 강보라 외(2014)의 연구에
서도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정보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18]. 
이처럼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은 중고령자들
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인 지원을 신장시킬 수 있
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자신
의 의견을 표명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활동들은 노인으로 
접어드는 중고령자의 발달과정에서 쇠퇴해지고 있는 신
체적·심리적·사회적 기능들을 예방하거나 보완 및 대체
함으로써 성공적인 노화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19]. 마지막으로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
회참여활동이 매개변수로서 작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Jun & Kim(2016)의 연구에서 중고령자
의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은 사회적 관계 만
족도를 향상시킴으로서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
가 있다고 보고하였다[20].  또한 김수경 외(2019)는 중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바일 기반 온
라인 사회참여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구성 된 온라인 사회참여 공간을 직관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9].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모바일기기 기반 온라인 사

회참여활동은 모바일기기 이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추측되지만,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수행된 연구 중에는 모바일기기 이용과 삶의 
만족도간에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연
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모바
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활동이 모바일기기 이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3.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은 삶의 만족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은 모바일 기
기 이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디지털정보

격차해소 정책의 연간 추진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 것에 목표를 둔 2018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를 사
용하였다[6]. 2018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의 목표 모집
단은 2018년 전국 16개 시,도의 만 7세 이상의 일반국민
7,000명이다[6]. 표본추출은 광역지자체별 층화확률비례
추출 방식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사방법은 2018년 9월부
터 2018년 12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대인 면접조
사(Face to Face Interview)로 진행되었다[6]. 2018 디
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는 거주 지역, 성별, 학력 등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PC 및 모바일 사회활동 
유형 등의 심리사회적 변수, 디지털정보화 수준 등과 관
련된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 모바일기기 이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활동의 
매개효과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5세 이상 전체 조사 대상자 2,303명 
중 모든 변수에 대해 목록별 결측치 제거방식(List wise 
deletion)을 사용하여 1,665명을 최종 분석 대상자로 선
정하였다.

3.2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령자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그리고 두 변수의 관계에서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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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회참여 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통제변
수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독거여부, 취업유무로 설정하
였다. 이를 위한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분석
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 주요변인
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
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
째,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
의 3step을 이용한 분석 및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21]. 
회귀분석을 진행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가정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연속 변수가 정상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정규 P-P도표에서 회귀표준화 잔차들이 직선과 가까
이 분포되어 있었고, 산점도에서 잔차의 이분산성이 미확
인되어 등분산 가정 및 정규분포를 충족하고 있었다. 이
어서 오차항 간의 자기상관성 분석을 위해 Dubin-Watson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각 회귀모형의 값이 1.843, 
1.834, 1.855, 1.828로 나타나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모든 모형의 상승변령(VIF)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최솟
값이 1.040, 최댓값이 1.311로 나타나 모든 회귀모형에 
심각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
의 모든 분석은 SPSS 25.0 및 AMOS 18 통계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시행되었다.

Fig. 1. Research Model

3.3 연구의 주요변수
3.3.1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은 모바일 기기(휴대폰, 스마트

패드, 스마트 주변기기)를 이용하여 ① 기본적인 환경설
정, ② 무선 네트워크 설정, ③ 파일을 컴퓨터에 이동, ④ 
다른 사람에게 파일 전송, ⑤ 필요한 앱 설치 및 이용, ⑥ 
악성코드 검사 및 치료, ⑦ 문서 및 자료 작성 등의 활동
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곱 문항으로 측정이 되

며,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6]. 한국정보화진
흥원(2018)의 기준에 근거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
렇지 않은 편이다‘= 0,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1로 
코딩하여 합산하였다[6]. 응답범주는 0-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964로 나타났다. 

3.3.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외(1985)가 개

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s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22]. SWLS척도는 Diener et 
al.(1985)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주관적 측면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초점을 두고 측정하며,  ① 여러 가지 면에서 
내 인생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삶에 가깝다, ②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③ 내 삶의 조건들을 매우 우수하다, ④ 
지금까지 나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얻
었다, ⑤ 내 삶을 다시 산다면,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
지 않을 것이다 등의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6]. 본 
연구에서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각각 “매우 그렇지 않
다=1”부터 “매우 그렇다=7”에까지 이르는 7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합산하여 사용하였다[6]. 
응답범주는 5-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99로 나타났다. 

3.3.3 모바일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은 인터넷을 통한 표현적 및 행

동적 사회참여 활동 여부를 측정하는데 표면적 사회참여
는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
는 것이며, 행동적 사회참여는 인터넷을 통한 기부 및 봉
사활동,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건의, 정책평가, 민원제
기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6].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사회참여 활동 여부에 대
해 측정하였으며 ① 나는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심사
(공공이슈)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있다, ② 나는 인
터넷을 통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정책제안이나 건
의, 정책평가, 민원제기 등을 한 적이 있다, ③ 나는 인터
넷을 통해 기부(금전/재능)나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다. 
④ 나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투표나 여론조사, 서명 등
에 참여한 적이 있다 등의 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6]. 
네 문항 모두 한국정보화진흥원(2018)의 기준에 근거하
여 ‘전혀 이용 안 한다‘와 ’별로 이용 안하는 편이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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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All

(n=1,662)
n %

Age

55-64 1047 63.0
65-74 556 33.5
75-84 58 3.5
85+ 1 0.1

Residence Urban 1423 85.6
Rural 239 14.4

Education

Elementary school graduate 156 9.4
Middle school graduate 446 26.8
High school graduate 921 55.4

Collage graduate 139 8.4

Living alone Not Living alone 1528 91.9
Living alone 134 8.1

Sex Male 705 42.4
Female 957 57.6

Employment 
Status

Unemployment 619 37.2
Employment 1043 62.8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다소 이용하는 편이다‘와 ’자주 이용 한다‘=1로 코딩하였
다[6]. 본 연구에서 모바일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의 신뢰
도(Cronbach’s α)는 0.853으로 나타났다. 

3.3.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된 변수들을 토대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 
지역, 취업상태, 독거여부로 선정하였다[8-20]. 성별은 
남(1)/여(2)의 더미변수로 측정되었으며 ‘남성’을 더미변
수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연령은 55-64세(1), 65-74
세(2), 75-84세(3), 85세 이상(4)으로 측정하였다. 교육
수준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대학교 졸업 이상(4)으로 측정하였으며, 거주지
역은 시(1)/군(2)의 더미변수로 측정되었으며 ‘시’를 더미
변수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취업상태와 독거여부 또한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상태
의 경우 미취업(0), 취업(1)으로 측정하였으며, 기준변수는 
‘미취업‘으로 설정하였다. 독거여부의 경우 비독거(0), 독
거(1)로 측정하였으며 기준변수는 ‘비독거‘로 설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와 같다. 인구사

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55~64세가 63.0%(1,047
명)로 가장 높았고 65~74세가 33.5%(556명), 75~84세
가 3.5%(58명), 85세 이상 0.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시지역이 85.6%(1,423명)이고 군지역이 14.4%(239
명)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55.4%(921명)으로 가장 
높았고 중졸 26.8%(446명), 초졸 이하 9.4%(156명), 대
졸이상 8.4%(139명) 순으로 나타났다. 독거여부의 경우 
비독거가 91.9%(1,528명)였으며 취업여부 또한 현재 일
하고 있는 중고령자가 62.8%(1,043명)으로 미취업인 중
고령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42.4%, 
705명)보다 여성(57.6%, 957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4.2 주요 변수 특성
본 연구의 주요변수는 종속변수로 삶의 만족도, 독립

변수로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 매개변수 모바일 기반 온
라인 사회참여 활동이며,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기 전에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 분석을 실
시하였다(Table 2). 또한 변수들의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주요변수의 기술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종속 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최소 
5점에서 최대 33점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20.93(SD=4.27)
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은 최소 
0개 이용에서 7개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3.98(SD=2.26)점으로 중고령자들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
하여 평균 3가지 이상의 활동(프로그램 설치/삭제/업데
이트, 파일공유, 무선 네트워크 연결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
회참여 활동은 최소 0개 활동에서 최대 4개의 사회참여 
활동(정부, 기관에 정책 및 의견제시, 온라인 투표, 여론
조사, 서명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jor variables Average SD Min Max Skew
ness Kurtosis

Life satisfaction 20.93 4.27 5 33 -.15 .47

Mobile device 
capability 3.98 2.26 0 7 -.04 -1.25

Mobile social 
participation 0.46 1.73 0 4 1.38 4.65

Table 2. Main Variable Characteristics

4.3 측정모형의 요인분석 및 모형적합도 분석
먼저 각 변수에 적합한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탐색

적 요인분석(EPA)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포
함될 측정항목의 기준은 요인적재량(기준 : ≥.5), 공통성
(기준 : ≥.4), 고유값(기준 : ≥1.0)등을 바탕으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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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분석결과 각 변수의 모든 측정 항목들은 요인분석
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구성개념에 대한 개념신뢰도(CR : Composite 
Reliavility)와 평균분산추출값(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각각 .7, .5 이상일 때 신뢰성 및 수렵타당
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는데, 분석결과에서 모두 임계
치 이상으로서 구성개념의 수렴타당성과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적일관성의 또 다른 
지표인 Cronbach’s α도 .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신뢰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Factor 
Loading Communality Eigen

value

Mobile 
device 

capability

x1 .78 .62

4.31

x2 .81 .65
x3 .77 .59
x4 .71 .51
x5 .84 .71
x6 .78 .61
x7 .76 .58

Mobile social 
participation

m1 .83 .69

2.80m2 .86 .74
m3 .84 .70
m4 .81 .66

Life 
satisfaction

y1 .85 .73

3.47
y2 .86 .74
y3 .83 .70
y4 .81 .65
y5 .80 .64

Table 3. 요인분석 및 모형적합도

Variable Cronbach’s α CR AVE

Mobile device 
capability

x1

0.96

-

0.755

x2 16.72
x3 18.86
x4 12.45
x5 19.04
x6 19.81
x7 19.33

Mobile social 
participation

m1

 0.85

-

0.976m2 34.02
m3 31.12
m4 29.16

Life satisfaction

y1

0.89

-

0.975
y2 37.62
y3 33.94
y4 30.55
y5 31.46

4.4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전 분석 모형에 포함하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
다.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과 모바
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계수 및 유의수준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Major 
variables

Life 
satisfaction

Mobile device 
capability

Mobile social 
participation

Life 
satisfaction 1 　 　

Mobile device 
capability .116*** 1 　

Mobile social 
participation .280*** .2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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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Result

4.5 모바일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매개효과 검증결과
본 분석에서는 중고령자의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이 
매개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Baron&Kenny 
(1986) 매개효과 검증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매개효
과의 유의성을 sobel-test로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은 첫
째, 삶의 만족도에 대한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의 영향 분
석, 둘째,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모바
일 기기 이용능력의 영향분석, 셋째, 삶의 만족도에 대한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의 매개효과 분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4.5.1 삶의 만족도에 대한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의 영향 
     분석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대해 독립변수인 모바일 기

기 이용능력의 영향을 검증한 결과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검증되었다(β=.097, p<.001). 즉, 중고령자의 모바
일 기기 이용능력이 높을수록 중고령자들이 체감하는 삶
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모바일기기 이용능력
이 높은 중고령자가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이 낮은 중고령
자에 비해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소통함으
로써 덜 외롭다고 느끼며[11], 건강정보, 사회적 연결 등
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바일 기기 이용에 대해 학
습한 중고령자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12]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맥락의 결과였다.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독거여부 변수(β=-.087, p<.001)
와 교육수준 변수(β=.101, p<.001)가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 배우자 및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중고령자가 
혼자 사는 중고령자보다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 수준은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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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Expressing opinions on 

social concerns
Proposing policies and filing 

a civil complaint
Donation and volunteering 

work
Online voting and 

responding to a poll

B(ß) SE B(ß) SE B(ß) SE B(ß) SE

Independent 
variable

Mobile device 
capability .023(.143)*** .004 .018(.128)*** .003 .018(.155)*** .003 .024(.171)*** .003

Controlled
variable

Age -.031(-.048) .018 -.018(-.033) .015 .010(.020) .013 -.012(-.022) .015

Residence -.114(-.108)*** .026 -.085(-.096)*** .022 -.043(-.056)* .019 -.048(-.054)* .022

Living alone -.014(-.011) .033 -.012(-.011) .028 -.030(-.030) .024 -.019(-.017) ,028

Sex -.013(-.017) .020 -.002(-.004) .017 .006(.010) .014 -.001(-.002) .017

Employment 
Status -.010(-.013) .021 .010(.015) .018 .009(.016) .015 .010(.015) .018

Education .060(.125)*** .013 .038(.094)** .011 .039(.112)*** .010 .047(.115)*** .011

F 16,996*** 11.726*** 12.382***

R²(Adj. R²) .067(.063) .047(.043) .05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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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The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mobile device capability(independent variable) on mobile social 
participation(parameter)

다[23,24].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정주원과 송현주(2012), 박미현(2013)
의 연구와도 동일한 맥락의 결과였다[25,26].

Dependent variable : Life satisfaction
Variables B(ß) SE

Independent 
variable

Mobile device 
capability .183(.097)*** .047

Controlled
variable

Age .190(.025) .206
Residence -.042(-.003) .302

Living alone -1.362(-.087)*** .387
Sex .343(.040) .231

Employment Status .257(.029) .245
Education .561(.101)*** .153

F 7.979***
R²(Adj. R²) .033(.029)
* p<.05, ** p<.01, *** p<.001

Table 5.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mobile 
device capability on life satisfaction 

4.5.2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의 영향 분석
Table 6은 중고령자의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이 모바

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인터넷을 통한 기부 및 봉
사활동,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건의, 정책평가, 민원제
기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 결
과 중고령자는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에 있
어 독립변수인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의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먼저 ‘사회적 관심사에 의견표명’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 중고령자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의 회귀계수는 
0.143(p<0.001)로서, 모바일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중고

령자일수록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표명을 자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제안 및 민원제기를 종속변수로 두고 있는 모형에
서도 모바일기기 이용능력변수(β.=0.128, p<0.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모바일기기를 잘다
루는 중고령자일수록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인터넷 상
에서 정책제안 및 민원제기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중고령자의 기부나 봉사활동에 대한 모형에서는 모바
일기기 이용능력 변수(β.=0.155, p<0.001)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어, 모바일기기를 잘 다루는 중고령
자일수록 모바일기반 기부나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투표 및 여론조사의 경우 마찬가지
로 모바일기기 이용능력 변수(β.=0.171, p<0.01)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이는 모바일기기를 잘 다
루는 중고령자일수록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투
표나 여론조사에 참여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
었다. 또한 그 회귀계수는 다른 생활서비스들 모형 중에
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4가지 모형 모두 거주지역 변수
와 교육수준 변수가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이는 군에 
거주하는 중고령자보다 시에 거주하는 중고령자가, 그리
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역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중고령자가 군에 거주하는 중고령
자보다 모바일 기기 이용수준이 높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7,28]. 즉, 도시에 거주할수록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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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Dependent variable : Life satisfaction
Before 

mediating effect
Expressing opinions 
on social concerns

Proposing policies and 
filing a civil complaint

Donation and 
volunteering work

Online voting and 
responding to a poll

B(ß) SE B(ß) SE B(ß) SE B(ß) SE B(ß) SE
Independe
nt variable

Mobile device 
capability .183(.097)*** .047 .117(.062)* .046 -.129(-.068)** .046 .123(.065)** .046 .130(.069)** .047

Mediating 
variable

Expressing opinions 
on social concerns 2.818(.244)*** .281

Proposing policies and 
filing a civil complaint 3.061(.223)*** .331

Donation and 
volunteering work 3.254(.205)*** .385

Online voting and 
responding to a poll 2.230(.163)*** .336

Controlled
variable

Age .190(.025) .206 ,279(.037) .201 .247(.032) .201 .159(.021) .202 .218(.029) .204
Residence -.042(-.003) .302 .279(.023) .295 .219(.018) .296 .097(.008) .296 .065(.005) .298

Living alone -1.362(-.087)*** .387 -1.322(-.084)*** .376 -1.324(-.084)*** .377 -1.265(-.081)** .379 -.319(-.084)** .382
Sex .343(.040) .231 .378(.044) .225 .350(.040) .226 .325(.038) .227 .346(.040) .228

Employment Status .257(.029) .245 .286(.032) .238 .228(.026) .239 .227(.026) .240 .236(.027) .241
Education .561(.101)*** .153 .392(.070)** .149 .445(.080)** .149 .432(.078)** .150 .456(.082)** .151

F 7.979*** 20.003*** 18.007*** 16.203*** 12.671***
R²(Adj. R²) .033(.029) .088(.084) .080(.076) .073(.068) .058(.053)
* p<.05, ** p<.01, *** p<.001

Table 7. The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mobile social patricipat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nd 
older aged population

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알아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참조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활동을 많이 하
며, 키오스크 등의 전자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이 높
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 중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사회참
여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바일기
기를 통한 정책제안, 민원제기, 온라인 투표 등에는 공인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고, 각종의 금융관련 개인정보를 
기입해야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기기이용능력이 요구
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4.5.3 삶의 만족도에 대한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의 매개효과 분석
중고령자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Table 7에서는 독립변수와 매
개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와 유의미
성의 변화를 매개 변수 투입 이전의 모형과 비교분석해
보았다.

우선, Table 7의 첫 번째 행과 같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의 회귀계수가 
0.097(p<.001)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중고령자의 네 가
지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활동은 모두 부분매개효
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사회적 관심사에 의견표
명 모형부터 온라인 투표 및 여론조사 모형까지 각각의 

매개변수들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검증됨과 동시에 독립
변수인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의 회귀계수 값의 크기가 작
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중고령자의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이 삶의 만족도에도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분적으로는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표명, 
정책제안 및 민원제기, 기부나 봉사활동, 온라인 투표 및 
여론조사 등의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을 통
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발견한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sobel test를 통해서 검증해본 결과, 
모든 매개변수의 검정량이 유의수준 0.01 내에서 유의하
게 나타났다1). 이에 따라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 정책제안 및 민원제기, 기부나 봉사활동, 온라인 투
표 및 여론조사가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매개효과가 아닌 부분매
개효과가 검증됨으로써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은 그 자체
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모바일 기반의 

1) As a result of a post verification ‘Sobel’s Test’, the 
verification amount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of 
Sobel are as follows: expressing opinions about social 
concerns (2.465, p<0.05), proposing policies and filing 
a civil complaint (-2.683, p<0.01) and online voting 
and responding to a poll (2.553,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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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서도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가장 부분매개효과가 컸던(독립변수 회귀계수의 크기
의 감소수준이 가장 컸던)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은 사회
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표명(β.=0.062, p<0.05)였으며, 
가장 작았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은 온라인 투표 및 여
론조사(β.=0.069, p<0.01)이었다.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각 모형에서 독거여부와 교육수
준 변수가 일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1인 독거 가구인 중고령자에 비해 2인 이상 
다인가구로 구성된 중고령자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만 55세 이상 중고령자 1,665명을 대상으
로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대
한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이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모바
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이 그 관계를 매개할 것이
라고 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의 2018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원 자료를 활용
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6].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중회귀
분석을 바탕으로 한 Baron&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식을 이용하여 중고령자의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
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
회참여 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았다. 검증결과 중고
령자의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은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잘 다루는 
중고령자가 모바일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중고령자보
다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고령자의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은 네 가지 모
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잘 다루는 중고령자 일수록 
각각의 모바일 기반 사회활동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사회적 관심사에 의견을 표명하는 사회활동을 투입하였
을 때의 모형 설명력(Adj. R²=067)은 다른 사회참여활동 
변수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중고령자의 네 가지 모바일 기반 사회참여
활동은 이들의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간
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고령자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은 이들의 삶의 만
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부분적으로는 모바
일기반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사회참여활동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 중고령자의 기술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모바일기기 접근성을 높이거나 모바일기기 활용 역량을 
높이는 결과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모바일기기의 활용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이 
대부분이었다[29].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모바일기
기 이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 뿐 아니라 모바일 기
반 사회참여활동의 매개효과가 주요한 변수로서 작용하
였기 때문에, 모바일기기 활용 프로그램에 있어서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중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강
화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
나 온라인 투표 및 여론조사 등의 서비스를 실제로 체험
하게 하는 등 중고령자의 모바일기반 서비스에 대한 경
험과 편리성을 인지시키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고령자들이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들을 수행함
에 있어 높은 수준의 기기이용능력이 요구되지 않도록 
간편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Niehaves, & Plattfaut,l(2014)의 연구에 따르면 중고
령자의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것 등의 기술사용 뒤쳐짐
에 대한 두려움은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활동들을 수행함
에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따라서, 중고령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고려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및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거주지역과 교육수준의 경우 사회참여활동에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지만 거주지역은 삶의 만족도와
는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았고 교육수준은 삶의 만족도
와도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
석 결과는 모바일 기반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거주지역과 교육수
준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참여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
음을 알려준다. 즉, 거주하는 곳이 군 단위인 곳에 우선적
인 모바일 기기 지원 및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
반 사회참여활동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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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온라인 사회참
여 활동을 측정함에 있어 대인관계 유지 및 확장을 의미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이나 타인에게 정보공유, 내가 
만든 컨텐츠 게시 등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들을 포함
하지 못하였다. 또한,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을 포함하지 못하였
다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횡단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중고령자의 모바일기기 이용과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
참여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를 단편
적으로 검증하였다. 따라서 위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더욱 
확장된 모바일 기반 사회참여 활동 변수와 심리, 사회적 
변수를 고려하고 종단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후 연구에서 
보완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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