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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fference of body mass index (BMI) to smart phone
proficiency in men and women over the age of 60.
Methods: Patie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with high (n=33), average (n=34), and low (n=33) smart phone
proficiency. Fitness characteristics related to smart phone usage were evaluated by measuring cardiorespiratory
endurance, grip strength, eye-hand coordination. As well, smart phone proficiency was evaluated by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and a smart phone usability task that was composed of two categories: usage of the smartphone
device itself and usage of phone applications. The differences in BMI of the subjects was analyzed by analysis
of covariance adjusting for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age, smartphone usage period, eye-hand coordination,
education and income.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BMI among the three groups after adjustment of age, eye-hand
coordination, smartphone usage period, education and incom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elf-reported
questionnair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BMI between high proficiency and low proficiency groups (high
24.88±2.46, low 23.37±2.56; p=0.037). Smart phone usability test results also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BMI among the three groups (high 25.18±2.58, low 23.15±2.6; p=0.000 and high 25.18±2.58, middle 23.57.7±1.69;
p=0.010).
Conclusion: Our results suggest that high smart phone proficiency shows increased BMI in the elderly. This study
suggests that people over the age of 60 who have high smartphone proficiency should be cautious of an increased
BMI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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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all-cause mortality)을 증가시키며, 비만, 허리둘레 증가, 대사

론

13,14

증후군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 US National

오늘날 인터넷과 더불어 스마트폰의 발전은 생활상의 편리

Health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함 뿐 아니라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시공간 제약의 극복,

하루 좌식시간은 7.3 –9.3시간으로 기상 후 약 60%의 시간을

패러다임의 전환 등 사회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

좌식생활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국내 성인의 경우에

고 있다1. 미국의 Pew research (2015)에 의하면, 현재 한국

도 하루 평균 좌식시간은 7.5시간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는데16

스마트폰 보급률은 88% (성인 10명당 9명 정도)인 세계 최고수

특히, 노인의 경우 성인과 비교하여 여가시간이 많음에도 불구

2

준으로 전세계 평균인 43%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

하고 여가시간을 활동적으로 보내기 보다는 주로 TV시청과

아시아-태평양 모바일 앱 보고서에 따르면(2016), 현재 컴퓨터

같은 좌식생활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중장년의 대표

사용률보다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적인 좌식생활인 TV시청의 경우 현재까지 여러 선행연구를

스마트폰이 한국인들에게 생활필수품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

통해 사망률과 비만, 우울증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3

15

바 있으며18,19, 이와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 아니다 .
스마트폰은 기존의 휴대용 전화와 달리 웹브라우징, 이메

하지만, 현재 장노년층에게서 스마트폰 보급 및 활용능력이

일, 인터넷 쇼핑이나 인터넷 뱅킹 등이 가능한 통신 기능뿐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노년층에

아니라, TV와 라디오, 카메라, SNS, MP3, 워드프로세스 등

있어 스마트폰 활용능력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

다양한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app], 어플리케이션 [앱])을

며 스마트폰 활용 수준에 따라 체질량지수에 차이가 있는지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치하고 추가 또는 삭제하여 인터페이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4-6

스를 구성할 수 있는 지능형 단말기로 ‘일상생활의 편리’,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회활동 참여증가’, ‘친구 간의 유대감 강화’, ‘오락 및 여가생

활용수준에 따라 체질량지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스마

활의 증가’ 등 여러 방면에서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

트폰 사용이 능숙한 장노년층 성인이 체질량지수가 더 높을

만, 청소년 및 성인에게서 스마트폰 중독, 안구건조증, 좌식생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7-9

활 시간의 증가 등의 여러 부작용 또한 보고되고 있다 .
2011 장노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거 장노년층

연구 방법

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단지 6.2%로 ‘이용용도 모름’, ‘비용
부담’, ‘사용방법의 어려움’ 및 ‘신체장애(시력, 청력, 또는
촉각 등)로 인한 이용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다른 연령에
비해 보유량이 매우 낮으며, 정보화 수준이 일반국민에 비해
10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60세 이상 장노년층(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3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2015년 이후 국내

제2조 1항의 장년층 기준)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서울

피처폰 서비스의 중단과 저가용 스마트폰 보급, 노인용 스마트

시 소재 G구・S구・D구 구청 게시판에 안내글을 게시하여

11

폰 인터페이스 개발 등에 따라 인식이 개선되면서 국내 중장

피험자를 모집하였고, 참여를 원하는 장노년층의 피험자 중

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57.2%까지 급증하였고, PC 및 모바

현재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일 기기의 이용능력을 평가하는 디지털 역량 점수 또한 2014년

시력에 문제가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피험자를

12

23.4%에서 2016년 34.9%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불과

편의적 표본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

몇 년 사이 장노년층에서 스마트폰의 보급뿐 아니라 스마트폰

회 심의를 받아 시행되었으며(IRB No. 1612/003-001), 스마트

활용능력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폰 활용능력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앞으로 장노년층 또한 성인 및 청소년에게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이나 안구건조증, 좌식시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학기술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2. 측정항목 및 방법
1)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기초 질문지

신체활동 감소 및 좌식시간의 증가는 10대 사망요인 중 4위에

피험자들의 최종학력, 월수입, 가구 구성원 수, IT 기기

해당하는 세계적인 위험요인 중 하나로, 모든 사망원인

사용 시 가족 구성원의 도움 제공여부, 스마트폰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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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사용한 기간 및 사용해 본 전자기기 수 등을 묻는

본 연구에서 3가지 하위 요인들에 관한 문항간 내적일치도

단순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Cronbach’s α)는 각각 ‘인터넷 활용능력’이 0.818, ‘컴퓨터
활용능력’은 0.890, ‘스마트폰 활용능력’이 0.874이었다.

2) 자기보고식 IT 기기 활용능력 설문
장노년층의 IT 기기 활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정보화

3) 스마트폰 활용능력

진흥원에서 개발한 정보격차 실태조사 설문지(2014)에서 사

본 연구 피험자들의 스마트폰 활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용된 자기보고식 설문문항 중 인터넷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스마트폰 기기설정 능력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능력

8개의 문항(1–8), 컴퓨터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7개의 문항(9–

을 평가를 실시하였다. 스마트폰 기기설정 능력의 경우, 스마

15), 그리고 스마트폰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7개의 문항(16–22)

트폰 하드웨어와 관련된 것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총 22개 문항의 총점과 각 하위 요인별 점수를 산출하여 IT

경진대회에서 사용하는 문제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기기 활용능력을 평가하였다. 각 질문에 대하여 1점(들어본

복잡성과 난이도에 따라 7가지 단계로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적 없거나 전혀 사용 못함)에서 4점(스스로 사용할 수 있음)까

세부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참여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지의 평정 범위에 이르는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이용하여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과제는 4단계(연락처 즐겨찾

Table 1. Gener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proficiency of smartphone usage
Variable
Age (yr)
Income (10,000 won/mo)
Education level*
Smartphone usage period (mo)
Grip strength (kg)
6-Minute walking (m)
Touch reaction time (sec)
Touch error range (mm)

Low (n=33)

Average (n=34)

High (n=33)

p-value

72.24±4.92
277.27±154.66
2.53±1.11
32.73±21.91
21.29±7.5
553.71±66.83
0.87±0.21
5.16±3.21

68±5.18
367.65±79.66
2.94±0.98
44.38±15.56
24.47±8.13
562.12±112.07
0.76±0.17
3.86±1.27

67.12±5.81
398.48±66.71
3.52±0.80
50.82±11.66
24.3±8.3
570.5±57.11
0.68±0.16
4.35±2.4

0.000
0.001
0.000
0.001
0.207
0.501
0.000
0.04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Education levels: 1, elementary school; 2, middle school; 3, high school; 4, university or college; 5, graduate school.

Table 2. Smart phone usability task
Smartphone device itself
Stage 1
Stage 2
Stage 3
Stage 4

Stage 5
Stage 6

Stage 7

Add a phone number to your address book
Adjust screen brightness
Turn phone on vibrate or silent mode
Change screen rotation settings
Turn WiFi off or on
Register your contacts as favorites or as a contact
number
Change lock screen settings or security pin number
settings
Register number as spam
Change settings to battery power saving mode
Change the size of screen font
Check smartphone storage space
Close all apps currently running
Register your voice in voice setting

Downloaded smartphone app
Add friends or contacts in the KakaoTalk app
Take a selfie with the camera app
Find the photos you took in the gallery app
Use smartphone memo app
Set an alarm to go off every Saturday at 5:00 pm
Find and install the Maps app in the google play store

Get directions with the maps app
Add an event to the calendar app
Go to the settings menu to see what your default
internet app is set to
Take a screenshot of the current screen
Create a web browser shortcut

App: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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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혹은 단축번호 등록해보기)부터 시작하여 피험자가 2분

평가하기 위해 5인치 크기의 스마트폰(Galaxy J3 2016 model;

안에 해당 과제를 완수할 경우 상위 난이도의 과제(5단계)를

Samsung, Suwon, Korea) 및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제시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하위 난이도(3단

JavaScript와 Python을 통해 개발한 웹기반 어플리케이션을

계)의 과제를 실시하도록 하여 피험자의 점수를 측정하였다.

사용하여 다음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과제는 총 10단계로 구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능력의 경우, 핸드폰에 내장되

되어 있으며, 피험자는 시작과 함께 화면상에 무작위로 나타나

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예: 카메라, 갤러리, 메모, 알람 등)과

는 원의 중심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터치하게 된다. 첫 차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예: 카카오톡)을

에 100-pixel 크기로 시작하여 성공할 때마다 원의 크기가

각각 복잡성과 난이도에 따라 7가지 단계로 제시하였으며,

10%씩 감소하며, 반응시간 및 터치오차 등의 기록은 Linux

세부 내용은 Table 2와 같다. 모든 피험자들은 4단계부터 과제

MySQL server에 저장된다(Fig. 1).

를 시작하였고, 성공했을 경우 상위 난이도로 이동하였고,
한 단계에서 2회 이상 과제수행에 실패하면 하위 난이도로
이동하였다.

4) 신체계측, 악력 및 심폐지구력

3.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에 관한 그룹 간 비교를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신장(cm)과 체중(kg)은 자동신장체중계(BSM370; Inbody

Analysis of Variance)를 실시하였으며, 분산의 동질성이 검정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각각 0.1 cm 및 0.1 kg까지 실측되

되지 않는 변인의 경우 비모수검정 방법인 크루스칼 월리스

었고, 이를 이용하여 체질량지수를 산출하였다. 악력은 악력

검정(Kruskall-Wallis test)을 통해 일반적 특성에 관한 차이를

계(T.K.K. 5401; Takei,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최대로 발휘

검증하였다. 둘째, 자기보고식 IT 기기 활용능력과 체질량지

한 힘을 양손 각각 2회씩 측정하여 평균값(단위, 0.1 kg)을

수, 스마트폰 활용능력과 체질량지수에 대한 주효과와 상호작

단위로 표기하였고, 전신지구력의 경우, 50 m 공간(가로 20 m,

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스마트폰 활용능력 점수에 따라

세로 5 m)에서 6분 걷기 검사를 실시하여 5 m 간격마다 마스킹

활용능력 높음, 보통, 낮음 세 집단으로 나누어 공변량분산분

테이프로 표시하여 보행자가 멈추었을 때 거리를 측정자가

석(Analysis of Covariance)을 시행하였으며, 사후분석은

기록하였다.

Bonferroni로 검정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p

5) 스마트폰 터치 반응시간 및 오차범위

＜0.05로 하였다.

장노년층의 반응시간 및 눈-손 협응을 통한 터치정확성을

Fig. 1. Eye hand coordination
task. This task measures smartphone reaction time, touch error
(or touch accuracy) and calculates the average (Avg) value of
each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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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같다. 스마트폰 기기설정 점수에 따른 체질량지수(F=8.255,

과

p=0.001), 어플리케이션 활용점수에 따른 체질량지수(F=5.916,
p=0.004) 및 활용과제 총점에 따른 체질량지수(F=8.93, p=0.000)

1. 자기보고식 IT 기기 활용능력에 따른 체질량
지수 차이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Bonferroni 사후검정 결과,

자기보고식 IT 기기 활용능력에 따른 그룹 간 체질량지수의

점수가 낮은 집단과 평균인 집단에 비해 체질량지수가 유의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스마트폰 기기설정 점수와 활용과제에서 점수가 높은 집단이
게 높게 나타났으며, 어플리케이션 활용점수의 경우에도 점수

자기보고식 IT 기기 활용능력에 따른 체질량지수의 비교에
서 인터넷 활용능력의 경우, 세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체질량지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나 컴퓨터 활용능력(p=0.0012), 스마트폰 활용능력(p=0.001),

3. 자기보고식 IT 기기 활용능력 및 스마트폰 활
용능력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기간의 차이

그리고 IT 기기 활용능력 총점(p=0.037)에 따른 체질량지수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Bonferroni 사후검
정 결과 컴퓨터 활용능력과 스마트폰 IT 기기 활용능력 점수가
높은 집단이 점수가 낮은 집단에 비해 체질량지수가 유의하게

자기보고식 IT 기기 활용능력 및 스마트폰 활용능력에 따른
그룹 간 스마트폰 사용기간 차이는 Table 5와 같다.

높게 나타났으며(p＜0.05), 스마트폰 활용능력의 경우, 점수가

자기보고식 IT 기기 활용능력 및 스마트폰 활용능력에 따른

높은 집단이 평균 집단과 낮은 집단에 비해 체질량지수가

스마트폰 사용기간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자기보고식 IT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기기 활용능력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기간(F=9.721, p=0.001),

2. 스마트폰 활용능력에 따른 체질량지수 차이
스마트폰 활용능력에 따른 그룹 간 체질량지수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스마트폰 활용능력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기간(F=10.153,
p=0.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Bonferroni 사후검정
결과, 자기보고식 IT 기기 활용능력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점수
가 낮은 집단에 비해 중간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 스마트폰

스마트폰 활용능력에 따른 체질량지수의 차이는 Table 4와

사용기간이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으며(p＜0.05), 스마트폰 활

Table 3. The difference of body mass index according to self-reported IT equipment proficiency results
Variable

Low (n=33)

Average (n=34)

High (n=33)

F

p-value

Internet usage ability
Computer usage ability
Smartphone usage ability
Total score‡

23.4±2.55
23.22±2.44
23.17±2.22
23.37±2.56

23.91±1.64
23.69±2.01
23.57±2.16
23.7±1.8

24.62±2.95
25.05±2.59
25.22±2.56
24.88±2.46

2.023
4.675
7.164
3.430

0.138
0.012*
0.001*,†
0.03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hese results account for adjusted age, eye-hand coordination and
reaction time, education level, income, and Smartphone usage period.
†
*p＜0.05 for the difference between low and high groups; p＜0.05 for the difference between middle and high groups;
‡
Total score shows added scores for Internet, computer, and smartphone usage ability.

Table 4. The difference of body mass index according to smartphone proficiency
Variable
Usage ability of the smartphone device itself
Usage ability of downloaded smartphone
applications
Total score

Low (n=33)

Average (n=34)

High (n=33)

F

p-value

23.32±2.34
23.17±2.51

23.33±1.85
23.80±2.11

25.26±2.65
24.94±2.47

8.255
5.916

0.001*,
0.004*

23.15±2.6

23.57±1.69

25.18±2.58

8.930

0.000*,†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hese results account for adjusted age, eye-hand coordination and
reaction time, education level, income and smartphone usage period.
*p＜0.05 for the difference between low and high groups; †p＜0.05 for the difference between middle and High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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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difference in smartphone usage period according to self-reported IT equipment proficiency and smartphone
proficiency task scores
Smartphone usage period (mo)

Variable
Self-reported IT equipment proficiency
Smartphone proficiency Test

Low (n=33)

Average (n=34)

32.73±21.90
34.06±20.4

44.38±15.56
41.82±18.48

High (n=33)
50.82±11.67
52.69±8.98

F
9.721
10.153

p-value
†

0.001*,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0.05 for the difference between low and high groups;†p<0.05 for the difference between low and middle groups;
‡
p<0.05 for the difference between middle and high groups.

용능력에 따른 사용기간의 경우에도 점수가 높은 집단이 중간

에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노년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집단 및 낮은 집단에 비해 사용기간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동시에 신체활동을 할 확률은 더

(p＜0.05).

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27,28.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을 잘 다루
는 그룹일수록 잘 다루지 못하는 그룹에 비해 사용기간이

고

길었으며, 체질량지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트폰 중독

찰

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체질량지수가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과

높게 나타난 Kim 등2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장노년

비만 위험도의 연관성에 있어 체질량지수의 차이를 확인해보

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현재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나

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스마트폰 사용기간이 길수록 스마트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신체활동

폰을 자기보고식 IT활용점수 및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능력이

량을 비교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좋게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활용능력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

이용시간이 평균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주당 신체활동량이

에 비해 체질량지수가 높게 나타나 스마트폰을 잘 다룰수록

약 1,500 metabolic equivalent of task (MET)-min8, 걸음수의

비만이 될 확률이 높음을 암시하였다.

경우 약 4,000보 정도 낮게 나타나 스마트폰 사용이 좌식시간
29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신체활동량이 점진적으로

의 증가 및 신체활동량의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

줄어들고, 좌식시간이 증가하고 있다20. 선행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 성인의 평균 좌식시간은 하루의 50% 이상, 그리고

첫 번째로, 서울 지역의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능

15

노인의 경우는 하루 9시간 이상으로 좌식시간의 증가는 체중

력 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노년층을 모두 대변할

증가와 비만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당뇨 등의 대사질환, 암,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적 연구로서 스마트폰

그리고 사망률의 증가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활용능력과 비만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으며, 셋째, 스마

18,21

다 . 특히, 우리나라 장노년층의 가장 대표적인 여가생활이

트폰 사용기간은 좌식시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면서 좌식생활 중 하나인 TV시청 시간의 경우 좌식시간과

생각하나 본 연구에서 각 참여자의 신체활동량을 직접적으로

22,23

, 스마트폰의 경우,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신체활동 부족에 기인

국내 보급률이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필수 매체 인식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능력

관련하여 상당히 연구가 진행된 반면
3,24

순위에서 TV를 앞질렀고

장노년층에서도 사용률 및 활용능
10,12

력이 불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노년층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비만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에 따른 신체활동 또는 좌식시간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
장노년층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능력에

선행연구에 따르면, TV시청과 유사하게 스마트폰의 과도
22

따른 체질량지수의 차이를 제시한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그

한 사용은 신체활동을 방해할 수 있으며 , 전화를 받거나

연구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노인

문자 보내기, 소셜 네트워킹, 그리고 인터넷 검색 등의 기능을

의 좌식생활 및 비만예방에 있어 스마트폰의 영향에 대한

사용하는 것은 좌식행동으로 정의되어 질 수 있다고 보고된

근거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5,26

바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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