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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문자메시지와 SNS 활용역량이 비동거 자녀, 형제·자매 및 친인척, 친구, 이웃, 지인과의 접촉
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8,392명으로, 노인
의 문자메시지 받기와 보내기, SNS 활용역량을 기준으로 4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노인이 문자메시지와
SNS를 모두 사용하는 능력을 보유하였을 때,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을 구성하는 모든 성원과 비대면 접촉(연락)이 가장
빈번하였다. 그러나 문자메시지와 SNS 활용역량은 친구, 이웃, 지인과의 대면접촉 빈도와 주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
다. 본 연구 결과는 문자메시지와 SNS 활용역량이 가족 및 친구와의 정서적, 도구적 지원 교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질에 기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성원들과 관계를 지속
하는데 정보화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노인,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대면접촉, 전화연락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s of Korean older adults’ use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and text messages with frequency of contact with 1) non-coresident adult 
children, 2) siblings and relatives, or 3) friends, neighbors, and acquaintances. Data were drawn from 
the 2017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65+ (N=8,392), and 
older adults were categorized into 4 groups depending on their familiarity with use of SNS and text 
messages.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models were estimated for analyses. Results revealed that 
older users of both types of communication media reported frequent exchanges of calls, text messages, 
etc. with both family and friends. However, using SNS and text messages was consistently related to 
more face-to-face contact with non-family members. To conclude, older adults’ familiarity with 
communication media could be key to exchanges of emotional and instrumental support with informal 
social network members and quality of life in the community. Overall, our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education targeting older adults for continued involvement 
with their informal social network members.

Key Words : Older adults, Text message, Social Network Service(SNS), Informal social network, 
face-to-face contact, phone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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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노년기에는 사회적 접촉을 유지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 친인척, 친구, 이웃과 나누는 비공식적 관계
가 직장이나 노동시장 등에서 형성되는 공식적인 관계보
다 중요하다[1]. 그러나 은퇴, 질병, 사별 등으로 인해 정
서적으로 친밀하면서 자주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있으며[2], 사회적 연결망의 축소와 
사회적 접촉의 감소는 외로움, 우울증, 치매 등 노인 개인
의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위협을 줄 수 있다[3]. 

따라서 노년기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접
촉을 유지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19의 경우 사망률이 고령층
에서 월등히 높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회활동 
폭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4]. 코로나 상황에서 외부
와의 고립이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5],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장기화가 예
측되고 있어 문자나 SNS 활용역량이 노인에게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이 우수한 노인은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비
대면 접촉을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심리적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6,7]. 실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노인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을 증진하고, 사회
적 고립감을 완화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8-10].

다행히 한국 노인은 다른 스마트기기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을 보이며[11]1) 65세 이상 
노인 중 스마트폰 보유율이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2]. 흥미로운 점은 노인들의 스마트폰 활용패턴에서 스
마트폰 메신저 사용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13]2) 설문조
사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네 명 중 세 명
은 메신저 이용자로 보인다[14]. 향후 고령층으로 진입하
는 현재 40-50대 중장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19년 
기준 거의 100%에 근접하고 메신저 및 SNS 사용이 늘
어난 것을 보아[14] 앞으로 고령층의 메신저 및 SNS 활

1)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모바일 
스마트기기 보유율이 73.7%로 이들 중 스마트폰 보유 73.3%, 
피쳐폰 15.5%, 스마트패드 7.8%, 기타 스마트폰 주변기기 
1.9%의 보유 현황을 보인다[11].

2) 2019년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는 노년층 스마트폰 이용자 
98.3%가 메신저 사용이 주 콘텐츠로 밝혔고, 2019년 디지털
정보격차실태조사에서도 고령층 대상 사회관계서비스 이용률
에서 메신저가 76.7%로 1순위로 발표되었다[13].

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중고령층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 노년기 정보격차와 
정보격차의 심화가 초래하는 정보불평등이다. 일반 국민
의 디지털정보화수준 점수가 100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수준 점수가 64.3으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11].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
육과 같이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노인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강
조하고 있다. 둘째, 노인이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를 비롯
하여 그 안에서 사용한 메신저, SNS, 지도 등 각종 애플
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 및 사용성에 대한 평가, 인터페
이스 개선에 관한 논의를 다룬 연구가 있다[15]. 나아가 
스마트폰과 앱의 사용시간과 횟수에 대한 라이프로그 분
석을 시도한 연구[16]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노인들의 
디지털기기 활용정도가 기기 및 앱의 종류에 따라 상당
한 편차가 있으며, 스마트폰의 메신저 같은 경우 그 활용
빈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정
보통신기술과 노인의 삶의 질을 연결시킨 선행연구가 있
다[6,17]. 이러한 선행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적 네
트워크의 유지 및 확대, 전반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6,18]. 예를 들어 
최근 노인복지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정주(Aging in 
place) 실현에 있어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기술 
습득 및 활용이 정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
다[19].

본 연구는 노인집단 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상당히 높
고 이들의 메신저 활용이 다른 기능과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활발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노인의 문자와 SNS 활
용역량이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연락 및 방문빈
도)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노인들이 스
마트폰 혹은 휴대전화3)를 소유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소통
과 교류임을 감안할 때 주로 노년층의 정보격차에 초점
을 둔 선행연구는 노인의 시각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의미
와 핵심가치를 이해하는데 다소 소홀했다는 한계점이 있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이 노인의 일상생활세

3) 본 연구가 분석한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이 문자나 SNS를 사용
할 때 어떠한 기기를 기반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노인세대가 인터넷, 컴퓨터를 건너
뛰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세대라는 점에 비추어 휴대전화로 문
자나 SNS를 사용했다고 가정하였다. 어느 ‘기기’를 기반으로 
문자나 SNS를 사용하였는가는 본 연구 결과의 함의와 크게 관
련이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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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노인이 자녀, 형제·자매
와 친인척, 친구·이웃과 나누는 대면 및 비대면 접촉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접촉의 빈도가 노인에게 가용한 정
서적·도구적 지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20,21],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활
용역량이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교류 빈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비공식적 사화관계망의 성원이 누구인
지에 따라 교류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밝혀 노
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문적,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사회적 관계를 연결시킨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의 절대다수는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로 정보통신기술
이 노인과 그 가족의 역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둘째, 선행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이 
새로운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
성하는데 기여하는지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7,22],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이미 알고 지내
는 사람들과의 연락이나 만남의 빈도를 유지 혹은 증가
시키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정보통신기
술이 노인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한 연
구는 주로 노인의 스마트기기 보유 여부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활용역량을 살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7,22,23]. 넷째, 정보통신기술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을 
연결시킨 연구는 주로 가족 외 친구나 지인과 같은 비공
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이나 활동에 초점을 두거나
[7,18,22,23] 아니면 가족을 친구나 지인과 구분하지 않
고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의 일부로 포함시켰다는 제한점
이 있다[7,22,23]. 가족은 다른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의 역사에 영향을 받고 친밀감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동반한 관계이다. 따라서 가족은 
다른 비공식적 관계와 구분되어 연구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가족과 그 외 비공식적 관계와 구분하여 살펴
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보
통신기술이 비대면 접촉(연락)과 대면접촉(만남)에 미치
는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정보통신기술
의 활용과 대면접촉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혼재되
어[7,22,23], 그 관련성이 관계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
는지에 대해 탐색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팬데믹 상황과 
같이 대면접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비

대면 접촉과 대면 접촉은 반드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전술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개선하여 문자
나 SNS 활용역량이 비동거 자녀, 형제자매와 친인척, 그 
외 가까운 친구, 이웃, 지인과의 연락과 만남 빈도와 어떠
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비동거 자녀, 형제자매

와 친인척, 그 외 가까운 친구, 이웃, 지인과의 연락(비대
면 접촉) 빈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가?

둘째,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비동거 자녀, 형제자매
와 친인척, 그 외 가까운 친구, 이웃, 지인과의 만남(대면 
접촉) 빈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가?

2. 문헌고찰

노인과 정보통신기술을 연결한 실증적 연구가 전반적
으로 부족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
면 스마트기기 보유 여부만 조사하거나 여러 전자기기를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활용역량을 파악하였기에, 문자
메시지와 SNS에 초점을 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
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인터넷과 디지털기기 
활용역량을 사회적 관계와 연결시킨 연구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문헌고찰을 진행하였다.

2.1 노인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의 중요성
노인에게 있어 비공식적 관계는 자녀, 손자녀, 형제·자

매, 친인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통해 이들과의 연락과 만남이 노인의 삶의 질과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비동거 자녀와의 전화 연락빈도가 높을
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24],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자
녀, 이웃과의 연락 및 만남빈도가 삶의 만족도에 주는 긍
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25]. 또한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
빈도와 근접성이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감이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한 결과가 있다[26]. 자녀를 포함하여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연락이 빈번하고 자녀관계가 좋을 경우 
인지기능이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지만[27], 자녀와의 연
락빈도와 인지기능과 관련이 없거나 부적관계를 보이는 
연구도 있었다[28,29]. 일부 선행연구는 접촉의 도구로 
스마트폰에 주목하여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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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자녀, 손자녀, 친구들과 다양하게 대화를 할 수 있
고 재미와 편리를 느낀다고 하였다[30].

가족 외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에 대해 살펴보
면, 친구·이웃과의 연락빈도가 높을수록 독거노인과 도시
와 농촌 거주 노인의 우울이 낮고, 도시노인의 경우 친
구·이웃과의 만남빈도도 높을수록 우울감을 낮다는 결과
가 있다[31-33]. 또한 농촌 거주 여성노인이 친척과 이웃
을 자주 만날수록 건강상태가 좋으며[34], 친구가 많고 
친구와의 접근성과 정서적 교류수준이 높을수록 중노년
층 여성의 행복감이 증가하지만, 친구와의 접촉빈도 자체
는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친구와의 접촉은 긍정적·부정적인 양가성을 내포할 가능
성이 있다[35].

자녀, 형제자매, 친구나 이웃은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을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
다[32,35,36]. 가족은 선택할 수 없고 책임과 의무가 동
반되는 관계이며 단기적 호혜성보다는 장기적 호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관계라면, 친구나 이웃은 근본적으로 자
유롭게 선택하는 관계로 단기적 호혜성이 중요한 가치이
며 유동적이다. 따라서 관계를 유지하는데 적극적인 노력
이 필요하여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역량의 영향에 더 민감
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점은 노인에게 정서
적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능을 지금까지 가족이 담
당해왔지만, 친구나 이웃의 비중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
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국내외에서 가족이 아닌 친구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드문 실정이다[36].

2.2 문자와 SNS(Social Network Service)
휴대전화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었는데, 특히 휴대전화로 사람들이 많이 하
는 일이 문자 주고받기이다[37,38]. 문자가 많이 쓰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문자의 간결성을 말할 
수 있다. 정보 교환에 선행하는 의례적인 대화를 줄일 수 
있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음성이나 시각적인 단서를 숨
길 수 있어 편리하다[39]. 둘째, 문자는 간단하고 편리한 
UI(User Interface)를 이용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즉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37]. 채팅이나 쪽지 보내기는 동시적이기도 하
면서 비동시적으로 띄엄띄엄 지속하는 형태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40]. 셋째, 문자의 특징으로 문
자(text)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음성 등 다양한 정보
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환할 수 있다[37]. 이러한 문자

의 특성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과 친구 등 관계가 이미 형
성된 사이에서 간단히 안부를 교환하거나 일상대화와 간
단한 감정을 전달할 때에는 문자가 오히려 더 편리하다
[37]. 따라서 문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 강화, 확장하면
서 상대방과의 친밀감,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기에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비대면 커뮤니케이
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다[37,38].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역시 개인의 관계성 욕구
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38,41]. 현재 우
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트 메시지는 카카
오톡, 라인, 페이스북 등이 있다. 문자와 달리 SNS를 이
용하는 주요 이유는 이미 형성된 관계의 유지와 관리 뿐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을 위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이다[38,41]. SNS 이용이 실제 오프라인 대면활동
인 봉사나 기부 같은 사회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도 있다[42]. 정리하면 노년층에게 있어 
SNS 사용은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의 유지 및 확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SNS 
활용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3 문자 및 SNS 활용역량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과의 접촉(연락과 방문)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문자 및 SNS 활용역량이 가족
과의 연락과 만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
내외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자녀, 손자녀와
의 접촉빈도와 디지털 리터러시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자녀·손자녀와의 접촉
이 활발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43]. 스마트폰 이용
이 사회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7,22] 스마
트폰을 이용하는 노인이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
이 많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23]는 접촉대상을 분류하지 
않고 통합하였고 스마트폰 보유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었
다. 한편,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친목단체, 종교활
동 등 사회활동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

국외의 연구들도 가족을 제외한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가족과 그 외 비공식적 사회관계
망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교류는 사회적 연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
구[8], 미국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은 
노인들의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친교모임 등과 같은 비공
식적 사회활동 참여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밝힌 연
구[9], 노인이 모바일 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사회적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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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관계망 증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10] 등이 있다. 예외적으로, 미국 3차 년도에 
걸친 종단자료인 MIDUS를 활용하여 가족과의 접촉에 
초점을 둔 연구를 살펴보면 Wave 1(1995-1996), 
Wave 2(2004-2006), Wave 3(2013-2014)에서 방문, 
전화, 편지를 통한 가족과의 접촉을 측정하였고 Wave 
3(2013-2014)에서는 추가적으로 SNS(Skype, Facebook, 
Twitter, 문자채팅방 등)를 이용한 가족과의 접촉을 조사하
였다. 고정효과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SNS
와 문자메시지를 사용하여 가족과의 접촉이 늘어났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44].

이 외에도 문자나 SNS 활용을 포함한 디지털기기 활
용역량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 관계에 성별, 학
력수준, 건강상태(주관적·정신적), 배우자 및 자녀의 동거
여부, 직업, 가구소득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은 선행연구마다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었고[22,45]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
았다[45]. 또한 배우자나 자녀와의 동거와 같은 가구 구
성도 디지털기기 활용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근로 여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활용능력이 높아졌
다[17,45]. 그리고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과 연령, 건강상태, 경제 및 교육수
준을 확인하였다. 여성인 경우나 연령이 낮고 경제와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비공식
적 사회관계망 접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23], 친목활동과 같은 사회관계망 접촉에도 여성
인 경우와 건강상태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접촉이 늘어
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17,23].

3. 연구방법

3.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
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934개 조사구의 10,299명을 선
정한 조사자료이다. 주요 내용으로 노인의 일반 특성, 가
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건강상태, 경제 상태 등 11개 영
역에 대해 조사하여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노인이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받고 보낼 수 있는 능력, SNS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이 가족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고 연락을 취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이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은 원자료의 10,299명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비동
거 자녀가 있는 노인, 최소한 전화 걸기와 받기가 가능한 
노인4)으로 8,392명이다.

3.2 주요 변수
3.2.1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 접촉빈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연락 

및 만남 빈도이다.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은 비동거 자녀,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그 외 친구·이웃·지인의 3가
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연락빈도를 측정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전체(자녀
의 배우자 포함)/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친구, 이웃, 
지인과 얼마나 자주 연락(전화,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편지 등으로 서로 연락)을 주거나 받았습니까?’ 만남빈도
를 측정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전체(자녀의 배우자 포함)/형제자매를 포
함한 친인척/친구, 이웃, 지인과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
까?’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거의 매일(주 4회 이상)(=6)’, 
‘일주일에 2~3회 정도(=5)’, ‘일주일에 1회 정도(=4)’, ‘한 
달에 1~2회 정도(=3)’, ‘3개월에 1~2회 정도(=2)’, ‘1년에 
1~2회 정도(=1)’, ‘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0)’으
로 재구성하여 높은 점수일수록 연락이 많다는 것을 의
미하도록 정의하였다.

3.2.2 노인의 문자와 SNS 활용역량
독립변수인 노인의 문자와 SNS 활용역량은 노인이 문

자를 수신하고 발신할 수 있는지,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지를 측정하였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이 전자
기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각 기능별로 측정하
였다. 그중에서도 문자 받기, 문자 보내기, SNS 사용 여
부에 대한 항목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문자 
메시지, SNS 활용역량을 4가지 유형으로 1)문자 메시지 
받기와 보내기, SNS 사용이 모두 가능한 유형, 2)문자 메
시지 받기와 보내기는 가능하지만 SNS는 사용하지 못하
는 유형, 3)문자 메시지 받기만 가능하고 문자 메시지 보
내기와 SNS는 사용하지 못하는 유형, 그리고 4)문자 메

4) IADL(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측정항목 중 ‘전화 받고 걸기’
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 1,136명을 전화 걸고 받기가 불가능
한 노인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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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req (%)

Gender
Male 3,800 45.3

Female 4,592 54.7

Age

65~74 5,161 61.5

75~84 2,757 32.9

85+ 474 5.6

Region
Urban 5,779 68.9

Rural 2,612 31.1

Education

No formal 
education 1,475 17.6

Elementary 
school 3,073 36.6

Middle school 1,531 18.2

High school 1,698 20.2

College or more 615 7.3

Marital 
Status

Married 5,745 68.5

Not married 2,647 31.5

Number of coresident children
mean=0.24, sd=0.47, 

median=0, minimum=0, 
maximum=3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Analytic Sample

시지 받기와 보내기, SNS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유형으
로 나누었다. 회귀분석에서는 문자 메시지 받기와 보내
기, SNS 사용이 모두 가능한 유형을 준거집단으로 선정
하였다.

3.2.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남성=1, 여성

=0), 연령(연속변수), 지역(도시=1, 농촌=0), 학력(초졸 
미만=1, 초졸=2, 중졸=3, 고졸=4, 대졸 이상=5), 배우자 
유무(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0), 동거 자녀 수, 비동
거 자녀 수,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수, 친구·이웃·지
인 수, 자녀관계만족도(매우 만족=5, 만족=4, 그저 그렇
다=3, 만족하지 않음=2, 매우 만족하지 않음=1), 사회경
제적인 변수로는 총자산, 연간가구소득, 근로 여부(근로
=1, 근로하지 않음=0), 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변수로 
ADL, IADL5) 장애(도움필요=1, 완전자립=0), 인지기능 
장애(MMSE-DS6) 점수 활용 0~23점 인지기능 저하=1, 
24점 이상 인지기능 정상=0), 우울(SGDS-K7), 15개 항
목을 활용 0~7점 우울증상 없음=0, 8~15점 우울증상 있
음=1)을 분석에 고려하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노인의 문자와 SNS 활용역량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 간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
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4개의 활용역량 유형별 
접촉빈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으로 평
균 차이를 검증하였다. 셋째,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문자 

5) IADL(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노인의 신체적 기능상태를 
의미하며, ADL(일상생활수행능력)과 함께 노인의 자립생활 가
능 여부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46]. 도움이 필요한 
경우 ‘1’로, 완전 자립인 경우 ‘0’으로 코딩하여 총점 0~9점까지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IADL장애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화 사용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전화 걸고 
받기’ 항목을 제외한 9개의 항목으로 IADL장애를 측정하였다. 

6)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검사결
과는 총점 0점부터 30점까지 분포하며 17점 이하면 치매의심, 
18~23점 인지기능 저하, 24점 이상 인지기능 정상으로 구분
할 수 있다[46].

7) 단축형 노인 우울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 15개 항목 사용, 총점 0점부터 15점까지 분포
하며 0~7점 정상, 8~15점 우울 증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46].

메시지와 SNS 활용역량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
촉(연락, 만남빈도) 간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의 
경우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가장 높은 집단(문자 받기
와 보내기, SNS 모두 사용가능)을 준거집단으로 삼은 결
과를 표로 제시하되, 준거집단을 바꾸어 분석하였을 때의 
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활용역량의 차이와 비공식적 사회
관계망과의 접촉의 관련성을 보다 세밀히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Table 

1과 같다. 절반 이상의 연구대상자가 65세에서 74세로 
나타났으며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약 70%이고, 4명 중 1명의 노인이 자료 수
집 당시 자녀와 동거하고 있었다. 노인의 총자산 평균은 
약 3억 1천, 중위값은 약 1억 6천으로 나타났고, 연소득
은 평균 약 1천 250만원, 중위값은 약 1천 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의 노인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면 대체로 신체건
강(ADL장애 없음 95.3%, IADL장애 없음 87.5%), 인지
건강(정상 77.7%), 정신건강(우울 정상 82.3%)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문자메시지 및 SNS 활용역량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에 관한 연구 407

Number of non-coresident 
children

mean=2.94, sd=1.37, 
median=3, minimum=1, 

maximum=10

Number of siblings and relatives
mean=0.89, sd=1.27, 

median=0, minimum=0, 
maximum=10

Number of friends and 
neighbors

mean=1.53, sd=1.97, 
median=1, minimum=0, 

maximum=30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mean=3.03, sd=0.97, 
median=3, minimum=0, 

maximum=5

Household assets
(₩10,000)

mean=31,242.21, 
sd=50,296.89, 

median=16,794.08, 
minimum=0, 

maximum=999,710 

Household income
(₩10,000)

mean=1,251.87, sd=1,453.48, 
median=1,453.48, 

minimum=0, 
maximum=31,030

Work status
Working 2,753 32.8

Not Working 5,639 67.2

ADL
No ADL 7999 95.3

One+ ADL 393 4.7

IADL
No IADL 7344 87.5

One+ IADL 1047 12.5

Cognitive 
impairment

Not impaired 6519 77.7

Impaired 1873 22.3

Depression
Not depressed 6908 82.3

Depressed 1484 17.7

Note: Data source is the 2017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Older adults 65+ who 
reported capable of making and receiving phone calls and had at 
least one non-coresident child (N=8,392).

Contact Frequency via Phone, Text Message, Email, Letter etc. Frequency of Face-to-Face Contact 

Non-coresident 
children

Brothers, sisters, 
relatives Friends, neighbors Non-coresident 

children
Brothers, sisters, 

relatives Friends, neighbors

Mean(sd) F Mean(sd) F Mean(sd) F Mean(sd) F Mean(sd) F Mean(sd) F

D1: text receiving, 
sending, SNS

(N=2,420)

4.73
(1.18)

12.52
***

2.77
(1.45)

114.12***

2.77
(1.45)

158.95
***

3,42
(1.40)

6.57
***

1.67
(1.14)

56.29
***

4.73
(1.40)

9.292
***

D2: text receiving 
sending, 
no SNS

(N=1,090)

4.53
(1.27)

2.46
(1.41)

2.46
(1.41)

3.28
(1.44)

1.70
(1.23)

4.65
(1.56)

D3: text  receiving 
only, 

no SNS
(N=2,113)

4.55
(1.32)

2.27
(1.40)

2.27
(1.41)

3.25
(1.39)

1.40
(1.27)

4.90
(1.50)

D4: neither text 
receiving nor 

sending, no SNS
(N=2,769)

4.55
(1.27)

2.05
(1.43)

2.05
(1.43)

3.31
(1.35)

1.25
(1.25)

4.69
(1.78)

Total
(N=8,392)

4.60
(1.26)

2.37
(1.46)

2.37
(1.46)

3.32
(1.39)

1.45
(1.23)

4.75
(1.58)

Scheffe D1>D2,D3,D4 D1>D2>D3>D4 D1>D2>D3>D4 D1>D2,D3,D4 D1>D2>D3,D4 D3>D1,D2,D4

  

Table 2. Associations of Text Message and SNS Use with Contact Frequency by Informal Social Network Members

4.2 문자 및 SNS 활용역량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대상별 접촉빈도 비교

문자 및 SNS 활용역량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
촉(연락, 만남)빈도의 차이를 대상별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일원분산분석의 결과, 문자와 SNS 모
두 사용할 수 있는 노인(D1)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비
동거 자녀와 연락하고 만나는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형제·자매, 친인척과의 접촉은 문자 및 SNS 활용 수준의 
차이에 보다 세밀하게 영향을 받았다. 연락의 경우 문자
와 SNS 활용 수준이 조금이라도 높을수록 연락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남의 경우 연락만큼
은 아니지만, 문자 보내기와 SNS 활용역량에 따라 형제·
자매, 친인척과의 만남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친구, 이웃, 지인과의 연락에서는 형제·자
매, 친인척과의 연락패턴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만
남에서는 문자 받기만 가능하고 문자보내기, SNS 사용이 
불가능한 노인이 오히려 다른 집단의 노인보다 친구, 이
웃, 지인과 더 자주 만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4.3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에 미치는 영향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
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SNS를 
사용할 수 있는 노인(D1)이 다른 노인보다 비동거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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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of Contact via Phone, Text Message, Email, Letter etc. 

Non-coresident children Brothers, sisters, relatives Friends, neighbors

B SE B SE B SE

Independent 
Variable

(ref. D1: text 
receiving, 

sending, SNS)

D2: text receiving, sending, 
no SNS -.11* .04 -.11*** .05 -.17** .06

D3: text receiving only, no SNS -.08* .04 -.20* .04 -.27*** .06

D4: neither text receiving nor 
sending, no SNS -.14** .04 -.26*** .05 -.55*** .06

Control Variables

Gender (1 = male) -.21*** .03 -.42*** .03 -.28*** .04

Age .00 .00 -.02*** .00 -.02*** .00

Region (1 = urban) -.08** .03 -.05 .03 -.20*** .04

Education -.02 .01 .02 .02 -.04 .02

Marital status (1 = married) .11*** .03 -.03 .04 -.12* .05

Number of coresident children -.13*** .03 -.17*** .04 -.21*** .05

Number of non-coresident children .11*** .01 -.00 .01 .02 .02

Number of brothers, sisters, 
relatives .04*** .01 .37*** .01 -.01 .02

Number of friends, neighbors .01 .01 -.03*** .01 .25*** .01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66*** .02 .18*** .02 .04 .03

Household assets .06*** .01 .03** .01 .04 .01

Household income .04 .02 .12*** .03 .07 .04

Work status (1 = working) .00 .03 .06 .03 .12 .04

ADL (1 = one or more ADL) .08 .07 -.04 .08 -.45 .10

IADL (1 = one or more IADL) .10* .04 -.01 .05 -.21 .07

Cognitive impairment 
(1 = impaired) -.01 .03 -.10** .04 -.21 .05

Depression (1 = depressed) -.07* .04 -.18*** .04 -.55 .05

constant .74 .25 2.27 .29 4.76 .37

R²(adj.R²) .226(.224) .210(.208) .181(.179)

F 122.17*** 111.27*** 92.25***

ref = reference group   

Table 3. Effects of Text Message and SNS Use on Contact via Phone, Text Message, Email, Letter etc. with 
Informal Social Network Members 

전체,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그 외 친구, 이웃, 지인
과의 연락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추가분석
에서 준거집단을 바꾸어 가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자 
받기와 보내기가 가능하나 SNS 사용이 불가능한 노인
(D2), 문자 받기만 가능한 노인(D3), 모두 불가능한 노인
(D4)의 집단 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면접촉인 만남빈도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비동거 자녀와
의 만남은 문자와 SNS 활용역량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만남 빈
도는 문자와 SNS 사용이 모두 불가능한 노인(D4) 만이 
문자와 SNS 모두 사용이 가능한 노인(D1)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문자와 SNS 활용역량은 친구, 이웃, 지인과
의 만남 빈도와 더욱 긴밀한 관련성이 있었다. 문자와 

SNS 사용이 모두 가능한 노인(D1)과 비교하여, 문자와 
SNS 사용이 모두 불가능한 노인(D4)과 문자 받기와 보
내기가 모두 가능하고 SNS 사용이 불가능한 노인(D2)은 
친구, 이웃, 지인과의 만남 빈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
나 문자와 SNS 사용이 모두 가능한 노인(D1)과 문자 보내
기는 받기만 가능하고 보내기가 불가능한 노인(D3)은 친
구, 이웃, 지인과의 만남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결론 및 제언

노년기는 사회적 관계의 상실이 일어나는 쉬운 시기로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특
히 중요하다. 선행연구는 디지털기기의 활용역량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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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of Face-to-Face Contact

Non-coresident children Brothers, sisters, relatives Friends, neighbors

B SE B SE B SE

Independent 
Variable

(ref. D1: text 
receiving, 

sending, SNS)

D2: text receiving, sending, no SNS -.06 .05 .00 .04 -.13* .06

D3: text receiving only, no SNS -.06 .04 -.07 .04 .02 .05

D4: neither text receiving nor 
sending, no SNS -.03 .05 -.11*** .04 -.20*** .05

Control Variables

Gender (1 = male) -.03 .03 .03 .03 -.33*** .04

Age -.00 .00 -.02*** .00 .01 .00

Region (1 = urban) .20*** .03 -.13*** .03 -.47*** .04

Education -.06*** .02 -.01 .01 -.14*** .02

Marital status (1 = married) .14*** .04 -.07* .03 -.17*** .04

Number of coresident children -.18*** .04 -.09** .03 -.14** .04

Number of non-coresident children .12*** .01 -.01 .01 .07*** .01

Number of brothers, sisters, 
relatives .02 .01 .22*** .01 -.03* .01

Number of friends, neighbors -.00 .01 -.03*** .01 .11*** .01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53*** .02 .11*** .02 .04 .03

Household assets .06*** .01 .04*** .01 .02 .01

Household income .10*** .03 .06* .03 .00 .03

Work status (1 = working) -.05 .03 .11*** .03 .33*** .04

ADL (1 = one or more ADL) .03 .08 .011 .07 -.59*** .09

IADL (1 = one or more IADL) .23*** .05 -.10* .05 -.11 .06

Cognitive impairment
(1 = impaired) -.08* .04 .02 .03 -.08 .04

Depression (1 = depressed) -.07 .04 -.14*** .04 -.38*** .05

constant -.14 .28 1.48 .26 4.79 .33

R²(adj.R²) .139(.137) .109(.107) .119(.117)

F 67.58*** 51.23*** 56.57***

ref = reference group   

Table 4. Effects of Text Message and SNS Use on Face-to-Face Contact with Informal Social Network Members

나 이웃과의 관계 뿐 아니라 가족의 결속, 세대 간 통합
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23,43,44]. 본 연구는 특
히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 빈도가 지역사회에 거
주하는 노인의 정서적·도구적 지원 교환 수준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20,21]에 주목하여, 2017년 노인실태
조사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8,392 명을 대상으로 
문자 및 SNS 활용역량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
빈도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노인이 문자와 SNS를 활용하는 역량

에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2). 연구대
상 노인 2,420명(28.8%)은 문자 받기와 보내기, SNS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반면, 32.9%의 노인은 
문자 메시지 받기와 보내기, SNS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외 비공식 사회관계망과의 연락빈도에 대한 결과

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이 피처폰을 사용하는 노인
보다 사회접촉을 많이 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활동을 한
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다[23]. 한편, 문자와 
SNS 활용역량과 대면접촉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문자를 
받기만 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SNS 사용이 불가능한 노
인이 친구, 이웃, 지인과 가장 자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와 달리 자녀 및 형제·
자매와의 만남은 대체로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높을수
록 빈번하였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Table 3)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
의 연락빈도와 문자와 SNS 활용역량의 관련성이 발견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넓은 맥락에서 보면 노인이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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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거나 활용역량을 갖출수
록 사회적 관계의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와 일관적이다[7,18,23]. 특히 SNS 활용역량이 문
자 활용역량보다 가족 간 접촉빈도에 더 큰 영향력이 있
다는 Treas와 동료들(2018)의 연구와도 긴밀한 관련성
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넷째, 대면접촉인 만남빈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4), 연락빈도와는 다르게 
문자와 SNS 활용역량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가족과의 만
남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자녀와의 만남빈도
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비슷한 연령대일 가능성이 높은 형제·자매나 
친구·이웃과 비교하여 성인자녀가 임금노동에 종사할 가
능성이 높아 만남시간에 가장 제약이 많기 때문이 아닐
까 한다. 혹은 가족과의 만남은 의례나 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문자와 SNS 활용역량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문자와 SNS 활용역량은 친구, 이웃, 지인과의 만남 빈
도에 영향을 주었다.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져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친구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재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시
점에서[33,36]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인의 대
면 접촉 대상 중 친구와 이웃, 지인과의 대면 접촉 빈도
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Table 2 참조), 노년기 정신건강
에 가족보다 친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어[48] 문자와 SNS 활용능력이 이들과의 대면 접촉 빈
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는 고무적이다.

한편, 일원분산분석의 결과와 유사하게 문자를 받기만 
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SNS 사용이 불가능한 노인과 문
자와 SNS 사용이 모두 가능한 노인 간 친구, 이웃, 지인
과의 만남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고령자 통계에서 발표한 노인의 교제활동 평
균시간 46분 중 대면교제가 37분을 차지하고, 음성과 문
자, 메일에 의한 교제는 9분이였다는 결과[49]와 고령세
대가 사회적 교류를 직접적인 대면 교류 중심으로 이해
하고 있으며 물리적 교류를 통해서만 소외감이 감소한다
[50]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문자와 SNS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집단과 문자를 받기만 할 수 있는 노인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두 집단이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 문자와 SNS에 의존하지 
않고 대면교류 중심의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현상이 문자
와 SNS 활용역량에 편차가 큰 노인세대에서만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밝힐 필요

가 있다.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데이터

의 한계로 문자와 SNS 활용역량만이 고려되고 노인의 
문자와 SNS 사용과 관련해서 사용 횟수, 문자를 활용한 
가족들 간의 대화의 성격(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내용), 
SNS 콘텐츠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못하여 접촉의 질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내 집단 간 전화통화 대비 문자와 
SNS를 통한 접촉의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
로 생각되나 그러나 차이가 분석에 고려될 수 없었다. 또
한 비대면 접촉과 대면 접촉의 빈도 외 한 번 연락하거나 
만날 때 그 연락과 만남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지 등도 
데이터의 한계로 고려될 수 없었다.

셋째, 횡단분석을 실시하여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을 ‘증가’시키는지의 여부
를 파악할 수 없었다.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문자
와 SNS 활용역량에 대한 문항이 처음 포함되었는데 후
속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독립변수인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단일문항으
로 측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해당 분야의 조사자료와 
연구논문을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 논문에서 단일 문항의 
측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다중 문항을 
도입하여 척도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
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국미
디어패널조사, National Health and Aging Trends 
Study(NHATS), Midlife in the United States(MIDUS) 
등 국내외 대표성 있는 대규모 자료가 모두 문자메시지
와 SNS 활용역량과 같은 디지털 기기 활용역량을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어 단일문항의 타당도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노년층 사이에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
의 보급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디지털 기기의 이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현재 노년층의 문자와 SNS 활용역량을 정
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공식적 
관계망을 세분화하고 접촉 방식을 구분하여 문자와 SNS 
활용역량과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 비
공식적 관계망을 유지하기 위해 문자와 SNS 활용역량 
보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실천적 
제언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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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제언으로 첫째, 문자와 SNS 활용역량으로 인
해 활성화 된 비공식적 관계망이 노인의 전반적인 신체
적,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긍정적
인 영향이 있다면 그 효과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
기로 인해 취약계층인 노인은 사회관계망 단절, 돌봄 공
백 등의 위기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 비공식적 사
회관계망과의 대면 접촉이 단절되거나 급감한 상황에서 
문자와 SNS 활용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 노인의 정신건
강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또 그 효과가 얼마나 지
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둘째,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가족보다는 친구, 이웃, 
지인과의 만남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가능성 제기되어 후
속연구는 가족과의 만남을 촉진할 수 있는 디지털기기의 
활용방안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기기로 매개
된 비대면 접촉이 대면 접촉을 대체할 수 있다는 연구결
과가 있는데[51],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도구적 지원은 
대면 접촉을 통해서만 제공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
서 가족과의 비대면 접촉 뿐 아니라 대면 접촉 빈도를 높
일 수 있는 적절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활용방안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한다.    

실천적 제언으로는 첫째, 노인에게 있어 문자와 SNS 
활용역량이 언택트 사회의 필수적인 생존기술로 인식하
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배제로부
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인을 대
상으로 문자와 SNS 사용법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
한다[18]. 한편,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자체에서는 문자와 SNS를 활용하여 안부 및 건강 확
인, 정서지원 사업 등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52]. 하지만 이러한 비대면 전달방식의 사
회서비스 제공은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정하고 있
어 정보취약계층인 노인에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
다. 즉 비공식적 관계망과의 접촉 뿐 아니라 비대면 사회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역량과 별도로 스마트기기
에 대한 접근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23]. 물질적으로 스
마트기기 보유에 대한 지원과 스마트기기 요금에 대한 
비용지원 등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노인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인터넷과 스마트기기를 사용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
다. 참고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기기와 어플

리케이션의 접근성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15]. 노년기
의 신체적 변화를 고려해서 앱과 기기의 이용자 인터페
이스(아이콘 형태나 화면 구성, 조작 등)를 만들어 노인
의 스마트기기 특히 SNS 이용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노
인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비공식 사회관계망과의 연
락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이 노인의 일상생활세계를 어
떻게 재구성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노인이 가능한 한 
오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공
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을 유지하여 정서적, 도구적 지
원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이 사회적 
자원을 유지하는데 있어 문자와 SNS의 순기능을 밝혔다
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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