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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시니어 소비자들의 SNS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50세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 계층이 부각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특
징을 고려한 시니어 소비자의 SNS 이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젊은 세대들에게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는 시니어 소비자
들의 SNS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들을 검토하여 실증 분석해 보고자 하
였다. 특히 인지 욕구와 자아 존중감이라는 심리적 성향이 시니어 소비자들의 SNS 이
용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구조방정
식 모델 분석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시니어 소비자의 인지 욕구는 온라인 활
동 정도와 SNS 활동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니어
소비자의 자아 존중감은 SNS 활동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시니어 소비자 집단과 비교하는 추가분석을 통해 비시니어 집단보다 시니어 집
단에서 인지 욕구의 영향력은 보다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결과를
토대로 시니어 소비자들에 대한 SNS 사업자의 차별화된 마케팅의 필요성 등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핵심적인 변수들
을 하나의 모델에 포함하여 변수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관련 연구들의 다소 일치되지 않
은 결과들에 대해 해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학술적 기여점을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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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e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among senior consumers has
proliferated in recent years. This phenomenon is particularly significant given
the growing population of active seniors aged 50 and over.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use of SNS by senior consumers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primarily on younger coho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ey factors affecting senior consumers'
propensity to use SNS. In particular, we aim to analyze the role of psychological
tendencies such as senior consumers' need for cognition and their self-esteem.
This study's significance is that it provide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factors affecting SNS use including key variables from existing studies, and sheds
light on the somewhat inconsistent results of those studies. The results of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 that the need
for cogni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degree of senior consumers' online
activity and SNS use. Senior consumers' self-esteem affects their SNS activity
negatively. Comparing senior and non-senior consumer groups reveals a much
stronger effect of the need for cognition among seniors.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differentiated marketing to senior consumers by SNS providers.
Key words: Senior consumers,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 Need for
cognition,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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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가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된
지 아직 채 20년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대중적인 소통 수단으로 폭넓게 이용되
고 있다. SNS의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은 2018년 8월 기준 실
사용자가 22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영태, 2018. 8. 27). 최근에는 보
다 차별화된 기능으로 소구하는 다양한 유형의 SNS가 출시되면서 SNS는 여전히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개인들에게 사회적 관계에서의 간극 해소 또는 결
속 강화를 통해 보다 폭넓은 사회적 경험을 제공해주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ung & Sundar, 2016). 최근에는 이러한 소통 방식이 특
정 세대를 뛰어 넘는 보편화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에는 젊은 세대 위
주로 이용되었지만, 요즈음에는 전 세대에 걸쳐 다양하게 이용됨으로써 SNS 이용
에 있어서도 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하나 ‧ 양승목, 2017). 특히 최근 SNS
사용이 시니어 소비자들에게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시작에 따라 50세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중요한 소비계층
으로 부각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변상규, 2017; 오창호 외,
2015).
따라서 시니어 소비자들의 SNS 이용에 대한 산업계 및 학계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초기 SNS 수용이 젊은 사람들 위주였던 것에 기인하겠지만,
SNS 이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젊은 세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수행되어
왔다. 심지어 시니어 계층의 IT 활용도가 낮을 것이라는 편견 (김상현, 2015) 때
문에 기존 연구에서 시니어 소비자는 대부분 SNS 이용에 소극적인 계층일 것이
라고 인식되어 왔다. 시니어 소비자들에게도 SNS 기술은 외로움, 사회적 소외감
등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Sundar et al., 2011). SNS가 개인들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점 (Steinfield et al., 2008)을 고려해볼 때,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시니어의 정신적 삶의 질과 관련된 SNS는 시니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연 어떤 시니어들이 SNS를 이용하는지, 시
니어 소비자들의 SNS 활동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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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SNS 이용자의 특성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이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성
격 특성, 기타 심리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여 왔다 (Nadkarni &
Hofmann, 2012). 예를 들어, 연령, 성별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 특성, 빅파이브 성
격 특성, 인지 욕구, 자아 존중감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 등의 변수가 고려되었다.
특히 서베이 조사를 활용한 실증 연구들은 이러한 특성과 SNS 이용 간 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Blachnio et al., 2016; Correa et al., 2010; Ross
et al., 2009; Steinfield et al., 2008; Wilson et al., 2010). 그런데 이들 연구들의 대
부분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계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실증이 이루어졌으
며, 아직까지 시니어의 SNS 이용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Jung &
Sundar, 2016). 더욱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들 (Barker, 2009; Pfeil et
al., 2009, Sundar et al., 2011)에서도 관련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증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인구통계적 변화 추이 측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시니어 소비자들 중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이제까지 이루어져 온 일반적
인 SNS 이용자 특성 규명 연구결과가 시니어 계층에도 유사하게 나타날까? 시니
어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이들의 심리적 성향이 SNS 이용 정도에 영향
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어떠한 양상을 보일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
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이용과 충족 이론(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은 그들의 내재된 욕구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미디어에 대한 선호는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주는
지에 따라 결정된다 (Katz et al, 1973). 그리고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욕구는 크게
인지적 욕구(cognitive needs)와 감정적 욕구(affective needs)로 구분해 볼 수 있다
(Rubin, 2002). 즉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시니어들의 인지적 욕구와 감정적 욕구
가 그들의 SNS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SNS 관련 선행 연구에서 고
려하였던 대표적인 변수 중 인지 욕구는 인지적 욕구에, 자아 존중감은 감정적
욕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과 충족 이론의 관점에서 시니어 소비자들의
SNS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들을 검토하고 이를 실증 분석해 보고
자 하였다. 특히 시니어 소비자들의 SNS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심리적 성향이 SNS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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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먼저 SNS 이용자 특성 규명과 관련된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고려되었
던 예측 변수들이 시니어 소비자들에게도 유사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 관심사인 인지 욕구와 자아 존중감이라는 심리적
성향이 SNS 활동 정도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과 구별되는 차별점과 의
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과거 연구들에서는 주된 초점의 대상이 아니었
지만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니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SNS 이용의 특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라는 점이다. 중요하지만 그간 고려
되지 못했던 대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연구 대상의 폭을 넓히고 대상 간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해당 분야 연구 결과를 보다 심화하고 정교화하는 학문적 의의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과거 대부분의 연구들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편의
표본을 실증 분석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 본 연구는 공신력있는 기관에
서 수집한 전국 규모의 비교적 대표성있는 표본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
다는 점이다. 셋째, 과거 연구들이 일부 변수만을 지엽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각의 연구들에서 다루어졌던 변수들의 관계를 종합적으
로 검토했다는 점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 도출
1. SNS 이용자 특성 규명 관련 기존 연구
Carr & Hayes (2015)는 SNS를 ‘이용자가 정보수신자의 범위를 조절하면서 상호
작용과 자기표출을 함으로써, 지각된 상호작용(perceived interaction)의 가치를 창
출하는 인터넷 기반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Boyd & Ellison (2007)
은 SNS를 ‘개인들에게 공적 프로파일(public profile)을 제공해 주는 역량, 연결
(connection)을 공유할 다른 사람들의 리스트를 파악해주는 역량, 자신과 타인들의
연결들을 관찰/추적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해주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라고 정의
하고 있다. 즉 개인은 SNS를 통해 자기 자신의 정보 제공, 타인과의 관계 형성,
정보 공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SNS 이용자의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인구통계적 특성과 성격 특성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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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활발하게 고려된 변수들이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인지 욕구, 자
아 존중감 등과 같은 심리적 성향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Nadkarni &
Hofmann (2012)은 페이스북 사용자의 특성과 관련된 많은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
여 인구통계적 특성, 성격 특성, 자아 존중감 등의 변수가 페이스북 사용과 관련
성이 높은 변수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Hughes et al. (2012), Zhong et al.
(2011) 등의 연구에서는 인지 욕구라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통계적 특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
의 연구에서는 다른 변수와 함께 인구통계적 특성도 실증 모델에 포함시키는 방
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Andreassen et al. (2017)은 대규모 서베이 자료를 활
용하여 자아 존중감과 함께 성별, 연령, 교육 등 인구통계적 특성이 SNS의 중독
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 포함되는 공통적인 인구
통계적 변수로는 연령, 성별, 소득수준, 학력수준 등을 들 수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령은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SNS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Nadkarni & Hofmann, 2012;
이하나 ‧ 양승목, 2017).
성격 특성도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성격(personality)은
‘개인의 특징을 반영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속성’으로 개인의 판단과 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 (Devaraj et al., 2008). 즉 성격특성은 어떤 개인이 정보를 인지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개인적 차이와 행동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Barrick et al., 2002). 성격 특성을 구분하는
모델 중 빅파이브(Big Five) 모델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다. 빅파이브 성
격 특성에는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성실성(Conscientiousness) 외향성
(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신경성(Neuroticism) 등 5가지 성격 특성이 포
함된다. Ross et al. (2009)은 빅파이브 모델을 활용하여 성격 특성이 페이스북 이
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는데, 5가지 특성 중 외향성과 신경성이 페이스북
이용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Wilson et al. (2010)은 페
이스북 이용과 성격 특성 간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성실성, 외향성, 신경성 등
의 성격 특성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michaiHamburger & Vinitzky의 연구 (2010)에서도 성격 특성의 페이스북 이용과의 상관
성을 검토하였는데, 외향성, 신경성, 개방성 등이 페이스북 이용에 유의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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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SNS 이용과 관련된 심리적 성향 변수로는 자아 존중감, 인지 욕구 등이
기존 연구에서 고려되었다. 특히 자아 존중감은 여러 실증 연구들 ((Blachnio et
al., 2016; Steinfield et al., 2008; Tazghini & Siedlecki, 2013; Wilson et al., 2010;
Zywica & Danowski, 2018 등)에서 활용되었다. 일부 상반된 결과가 있지만 대체
적으로 자아 존중감은 SNS 이용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인지 욕구는 과거 인터넷 이용자의 특성 연구에서 활발하
게 활용되었던 개념으로, 일부 연구 (Hughes et al., 2012, Zhong et al., 2011 등)에
서 SNS 이용자 특성 규명에 활용되었다. 이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인지 욕구는
SNS 이용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기도 하고 부(-)의 상관관계를 갖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정보 수집 차원에서 SNS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긍정적 상관관계를 갖
고, 간단한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SNS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부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시니어 소비자의 SNS 이용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전반적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해 고령사회(aging society)
로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변상규, 2017). 특히 국내에서는 2015년 이후 베이
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노인과 차
별화된 새로운 노인계층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칭하고 있다
(변상규, 2017). 액티브 시니어란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들로서 일반 노인층
과 달리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가치관을 갖는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오창호
외, 2015). 즉 기존 노인에 대한 선입견에서 탈피하는 과정에서 시니어라는 개념
이 도입되면서 50대를 포함하는 새로운 시니어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
직까지 법률 및 통계 측면에서 노인의 나이 구분은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
나, 최근 마케팅 영역에서는 라이프스타일에 있어 큰 변화를 보이는 50세라는 나
이 기준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오창호 외, 2015).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트렌드
를 반영하여 시니어를 구분하는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시니어들은 나이 들어감(aging)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젊은 사람들과 다르기 때
문에 SNS 이용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 (Khalid, 2006). 사회정서적 선택 이
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에 따르면 개인들은 생의 남은 시간에 대한 인
식이 다르고, 이러한 인식이 개인적 정서와 동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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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arstensen, 1992). 따라서 시니어들의 SNS에 대한 반응도 젊은 세대와는 차이
를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시니어 소비자들은 SNS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성
을 보일까?
미디어 이용 행동 분석의 기반을 제공하는 이용과 충족 이론(uses and
graticications theory)에 따르면 개인들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한다 (Rubin, 2002). 즉 욕구가 다르면 미디어에 대한 선
호나 이용행동도 달라진다. Katz et al. (1973)이 주장하는 이용과 충족 관점(uses
and gratifications perspective)이란 미디어 이용 행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 이용자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에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니어의 SNS 이용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미디어 관련 욕구의 대표적 분류 체계로 인지적 욕구와 감정적 욕구를 들
수 있다 (Rubin, 2002). 따라서 시니어의 SNS 이용 연구에서 이러한 체계를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SNS 관련 대표 변수들 중 인지 욕구(인지적 욕구
관련)와 자아 존중감(감정적 욕구 관련)을 연구의 핵심변수로 선정하였다.
Madden (2010)은 50세 이상의 시니어 소비자들이 같은 세대에 속한 다른 사람
들과 연결되어 친구들의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세대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SNS를 이용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Jung & Sundar의
연구 (2016)에서는 시니어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동기로 사회적 결
속(social bonding), 사회적 연계(social bridging), 호기심(curiosity), 반응(responding)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세상의 변화에 대한 인지 욕구, 타인과의 연결을 통한 자
아 표현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시니어들이 SNS를 활용하는
것은 세상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상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려는
욕구에 기반을 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니어 소비자들의 경우 인지 욕구와
SNS 이용 간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Pfeil et al. (2009)은 십대들과 시니어들간 SNS를 통한 소통 방식의 차이
를 제시하였다. 십대들은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를 갖
는 반면, 시니어들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비교적 작은 사회적 관계를 갖는다
는 것이다. 그리고 Martinez-Pecino et al.의 연구 (2012)에서는 액티브 시니어가 정
보통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의 확장보다는 기존 관계 보완을 추구한다는 점
이 제시되었다. 결국 시니어들은 작은 사회적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려는 동기
를 갖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니어 소비자들의 경우 자아 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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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사람들보다 낮은 사람들이 SNS를 비교적 수월한 소통수단으로 더욱 많
이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도출되었다.
[연구문제 1] 시니어 SNS 이용자는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구체적으로 일반적
인 SNS 이용자 특성 규명 관련 예측 변수들이 시니어 SNS 이용
자에게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인지 욕구와 자아 존중감은
시니어 소비자의 SNS 이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관련 변
수를 함께 고려하더라도 유의적으로 나타나는가?

3. 시니어 소비자의 심리적 성향과 SNS 활동 정도의 관계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인지 욕구와 자아 존중감이라는 심리적 성향은 시
니어 소비자들의 SNS 활동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변수들이 SNS 활동 정도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에 대한 기존 실증결
과들은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을 심층 검토
하고 이러한 내용들에 시니어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도출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
인 가설을 설정해 보았다.
[연구문제 2] 시니어 소비자의 인지 욕구, 자아 존중감 등의 심리적 성향은 온
라인 활동이나 SNS 관련 활동의 정도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1) 인지 욕구
인지 욕구(need for cognition)란 ‘정보 추구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과정을 즐
기는 개인의 내재적 성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Cacioppo & Petty, 1982). 인지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메시지에 대한 처리 동기가 높고 동일한 메시지에
접하더라도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을 갖는다.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 새로운 정보
를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인터넷은
아주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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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는 정보처리과정에 즐거움을
느끼고 강한 동기를 갖는다고 한다. 따라서 정보지향적 매체(information-oriented
media)에 보다 높은 관심과 선호를 보이게 된다 (Martin et al., 2005). 또한 이러한
매체에 관여하는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즉 인지 욕구
가 높은 사람들은 보다 많은 메시지를 처리하려는 동기를 갖기 때문에, 이를 충
족시켜 줄 수 있는 온라인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하나 ‧ 양승목, 2017).
과거 인지 욕구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과 관련된 연구에서 이용자의 특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인 특성으로 고려되어
왔다 (이하나 ‧ 양승목, 2017). Jee & Lee의 연구 (2002)에서는 인지욕구가 높은 사
람들이 여러 가지 미디어 중 특히 정보 전달성이 높은 매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Tuten & Bosnjak의 연구 (2001)에서는 인지
욕구가 웹 이용 정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면
서, 인지 욕구는 웹 이용 정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 유용한 변수라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해볼 수 있다.
가설 1: 시니어 소비자가 인지 욕구가 높은 심리적 성향을 가질수록 이들 시니
어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
인지 욕구는 SNS 이용의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기존 연구에서 고려
되어 왔다. 그런데 인지 욕구와 SNS 활동 간 관계의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
들의 실증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일부 연구
들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다른 연구들에서는 음
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박웅기 (2013)는 인지 욕구가 높은
청소년들이 SNS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반면 Zhong et al. (2011)은 인지 욕구가 높을수록 SNS 이용이 감소한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SNS 정보의 대부분이 주변적이
고 인지적 노력을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Martin et al. (2005)은 인지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복잡한 정보
위주의 매체를 선호하는 반면, 인지 욕구가 낮은 사람들은 색상, 그래픽 등 표현
방식 위주의 매체를 선호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자원부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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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matching theory)의 관점에서는 메시지 처리에 할당된 자원과 과업에 필
요한 자원이 잘 부합되어야 메시지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Peracchio & Meyers-Levy, 1997). 인지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인지 용량이라고 하
는 자신의 정보처리자원을 보다 많이 할당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은 정보처리를 위해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과업에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인지 욕구가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처리자원을 가급적 적게 할당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어 정보처리에 적은 자원이 요구되는 과업에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SNS는 복잡한 버전의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도 하고, 간단한 버전의 시
각적 표현 정보를 갖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SNS는 인지 욕구가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에 어필하는 수 있는 측면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지 욕구
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SNS가 매력적으
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들이 SNS를 이용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 반면에
인지 욕구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사진, 그래픽 위주의 간단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SNS가 매력적이고, 이에 따라 SNS의 이용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세상에 대한 인지 욕구가 시니어들의 SNS 활동의 주된 동기라는
Jung & Sundar (2016)의 주장을 고려해보면, 시니어들은 인지 욕구가 높을수록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Hughes et
al. (2012)은 연령대가 높고 인지 욕구 수준이 높은 개인들이나 연령대가 낮고 인
지 욕구 수준이 낮은 개인들 모두 SNS 이용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인지 욕구와 SNS 활용 정도의 관계는 연령에 따라 정
(+) 또는 부(-)의 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시니어 집단에서는 인
지 욕구가 높을수록 SNS 이용을 많이 할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이상의 논
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되었다.
가설 2: 시니어 소비자가 인지 욕구가 높은 심리적 성향을 가질수록 시니어 소
비자의 SNS 관련 활동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
2)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self-esteem)이란 ‘개인들이 본인의 능력, 가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
91

정보통신정책연구 제 26 권 제 1 호 (2019. 3)

는 주관적 평가(subjective evaluation)’라고 정의할 수 있다 (Wilson et al., 2010).
자아 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과거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에서 자아 존중감은 인터넷 사용 정도나 인터넷 중
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론되어 왔다 (Nadkarni & Hofmann, 2012). Young
(1996)은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질만큼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자아 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오프라인과는 달리 이상적인 모습을 가질 수도 있는 온라인 공간
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Krämer & Winter (2008)는 온라인 활동이 대면 상황의 스트레스
와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인터넷을 즐겨 사용
한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Bianchi & Phillips (2005)는 낮은 자아 존중
감과 스마트폰 중독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Tidwell & Walther (2002)는
컴퓨터매개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장벽을 낮출 수 있기 때문
에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소통의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시니어 소비자의 자아 존중감과 온라인 활동간 관계도 부(-)
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이 도출되었다.
가설 3: 시니어 소비자가 자아 존중감이 낮은 심리적 성향을 가질수록 시니어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SNS 이용 정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변
수로 여러 실증 연구들에 활용되어져 왔다 (Nadkarni & Hofmann, 2012).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아 존중감과 SNS 이용 정도 간 관계는 자아 존중감과 온라인 활동
간 관계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Mehdizadeh (2010)는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시간을 보다 많
이 보낸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Tazghini & Siedlecki (2013)는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에서 페이스북 이용과 자아 존중감의 부(-)적
인 관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Wilson et al.의 연구 (2010)에서도 자아 존중감이 낮
은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는 시간이 더 길고, 심지어 SNS 중독 성향을 보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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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 (Błachnio et al.,
2016; De Cock et al., 2014; Ellison et al., 2007; Steinfield et al., 2008)에서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SNS 이용이 활발하고 심지어 중독의 경향을 보인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자아 존중감이 SNS 이용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유의적인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다. Zywica &
Danowski의 연구 (2008)에서는 자아 존중감이 높은 집단들이 오프라인 활동을 많
이 하면서 동시에 페이스북도 많이 이용한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
고 Christofides et al. (2009)은 유명 욕구(need for popularity), 자아 존중감(selfesteem), 신뢰(trust) 등이 온라인 개방 성향(tendency to disclosure)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하였는데, 자아 존중감은 페이스북을 통한 정보 공개에 유의적인 예측변
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ilson et al. (2010)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
증 분석에서 자아 존중감이 SNS 이용에 유의적인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제
시하였다.
이렇듯 상반된 실증 결과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아 존중감과 SNS
이용 정도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의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lachnio et al.,
2016). 먼저 ‘사회적 보상(social compensation)’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갖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SNS 이
용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반면 ‘부익부(rich get richer)’의 관점에서
보면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갖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의 풍성한 관계를 바탕으로
SNS 상에서도 풍부한 관계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시니어 소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보상의 관점
이 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결국 SNS가 아는 사람들과 기존 관계활동을 보완하는 도구인지, 모르는 사람
들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도구인지에 따라 자아 존중감과 SNS 이용 간 관계
는 달라진다고 종합해볼 수 있다. 즉 기존 관계의 보완 관점에서는 자아 존중감
이 낮을수록 SNS를 많이 이용하지만, 새로운 관계의 창출 관점에서는 자아 존중
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액티브
시니어가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사회적 관계의 확장 보다는 기존 관계 보완
을 모색하려는 욕구를 주로 갖는다는 Martinez-Pecino et al.의 연구 (2012)를 고려
해볼 때, 시니어 소비자들은 SNS를 통한 기존 관계 보완을 보다 중요시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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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된다. 따라서 자아 존중감과 SNS 활동 정도는 부(-)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Barker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 (2009)에서도 자
아 존중감과 SNS 이용 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음이 제시된 바 있다. 이를 종
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되었다.
가설 4: 시니어 소비자가 자아 존중감이 낮은 심리적 성향을 가질수록 시니어
소비자의 SNS 관련 활동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

3) 온라인 활동
온라인 활동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것, 질문이나
답변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 등과 관련된 활
동을 의미한다. 즉 SNS라고 하는 새로운 소통방식이 등장하기 전부터 온라인 환
경에서 이루어져 온 다양한 정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들
을 과거부터 많이 해 왔고,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SNS 활동도 활발하
게 할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Jung & Sundar (2016)는 IT 기기의 활용 정도, 온라인 활동 등이
페이스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Boyd &
Ellison (2007)은 SNS를 다양한 웹기반 서비스(web-based service) 중 하나로,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는 온라인 활동이라고 하였다. 차이점
은 온라인 활동에서의 글쓰기가 일대다 구조의 커뮤니케이션인 반면 SNS 활동은
일대일 구조의 커뮤니케이션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배영, 2012). 따
라서 시니어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는 소비자들이 SNS 활
동도 많이 할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되
었다.
가설 5: 시니어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시니어 소비자의
SNS 관련 활동의 정도도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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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증 연구
1. 자료의 활용 및 변수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15년과 2016년에 실시한 한국미
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통합하여 실증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연간 1회 실시되는 조사로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
며, 다양한 미디어 부문 연구와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자료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표본 수, 면접에 의한 자료 수집, 층화 2단계 확률비
례표본추출방법 활용 등을 고려해 볼 때, 미디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충분한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는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변상규, 2017).
먼저 실증 분석을 위해 2015년과 2016년에 실시된 미디어패널의 개인용 설문
지 조사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를 선별하여 데이터를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
다. 2015년과 2016년 데이터의 통합은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포함된 측정항목들
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미디어패널 데이터에는 개인통합 식별코드
가 있는데, 이를 기초로 동일 응답자 자료를 통합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자아
존중감과 인지 욕구가 조사에 포함되었고, 2016년에는 성격 특성이 조사에 포함
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조사 데이터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2015년 동일 응답자
의 자아 존중감과 인지 욕구 응답 내용을 뒤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정리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실증 분석 대상인 50세 이상 70세 미만 시니어 응답자
를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통합, 선별 작업을 거쳐 총 2,626명의 응
답 데이터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수 많은 변수로 구성된 미디어패널 원시자료
중 자아 존중감, 인지 욕구, 성격 특성, 온라인 활동 정도, SNS 활동 정도, SNS
이용 여부, 인구통계적 특성 등에 관한 변수를 추출하였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서 인지 욕구는 Cacioppo & Petty (1982)가 제시한 척도
를 축약한 한국형인지욕구측정척도 (김완석, 2007)로 측정되었다. 이는 Tuten &
Bosnjak의 연구 (2001), Martin et al.의 연구 (2005)에서 활용한 척도들과도 유사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나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한다’, ‘나는 어
떤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방법을 배울 때 즐겁다’ 등의 진술에 대해 ‘대체로 그
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범위를 갖는 4점 리커트 척도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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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취하고 있다. 원시자료에서는 15개의 항목으로 측정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리버스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항목들을 제외하고 11개의 항목을 활용하였다(신뢰성
(Cronbach α)=.90).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인지 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아 존중감은 로젠버그(Rosenberg)의 SES(self-esteem scale)을 적용하여
Ellison et al.의 연구 (2007), Steinfield et al.의 연구 (2008) 등에서 활용되었던 척
도로 측정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등의 진술에 대해 동의 정도를
묻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인지 욕구와 마찬가지로 4점 리커트 척도의 형태를 취
하고 있다. 원시자료에서는 10개의 항목으로 측정되었는데,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리버스 형태를 취하고 있거나 표현이 모호한 항목들을 제외하고 5개의 항목을 활
용하였다(신뢰성(Cronbach α)=.76). 이 문항도 역시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의 성격 특성은 빅파이브(Big Five)로 불리는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가 활용되었다. 이는 Costa & McCrae의 연구 (1992)에서 활용되었던 것과 마
찬가지로 기존 척도를 축약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축약된 버전도 신뢰성에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은 선행 연구 (Correa et al., 2010)에서 밝혀진 바 있다.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 등 빅파이브 성격 특성과 관련된 의미차
별화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에 응답자의 성격을 잘 반영하는 표현에 가까
운 위치에 응답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개방성 항목으로 ‘나는 변화를
싫어한다’와 ‘나는 변화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양쪽 극단에 위치시키고 가운데
에 동의 정도를 묻는 5점 척도를 배치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
을수록 개방성과 관련된 성격을 더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원시자료에서는 총 12
개 항목으로 측정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현이 모호한 1개 항목을 제외한 총
11개 항목이 활용되었다. 각 성격 특성에 대한 신뢰성(Cronbach α)는 개방성 0.66,
성실성 0.68, 외향성 0.56, 친화성 0.61, 신경성 0.65 등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축약된 버전의 척도 활용에 따른 결과로 파악되는데, 측정 문항이 5개 이하
인 경우 크론바 알파 값이 .60 이상이면 신뢰할 수 있다는 Cortina (1993)의 주장
을 고려해볼 때 신뢰성이 문제될만한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
한 축약된 버전의 빅파이브 척도를 사용한 많은 연구들 (Correa et al., 2010;
Tazghini & Siedlecki, 2013 등)과 마찬가지로 크론바 알파 값이 낮지만 응답 부담
을 고려해 볼 때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파악된다 (Gosling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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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활동 정도와 SNS 활동 정도의 파악을 위해서는 미디어패널 조사의 항
목들 중 ‘지난 3개월 동안’의 활동 빈도에 관한 응답 자료가 활용되었다. 예를 들
어 온라인 활동 정도 파악을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지식 서비스에 질문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추천, 평점 주기 기능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등의 5개의 질문에 ‘거의 하지 않음(1점)’부터 ‘거의 매일
(6점)’까지의 범위를 갖는 6점 척도가 활용되었다(신뢰성(Cronbach α)=.90). 이와
마찬가지로 SNS 활동 정도 파악을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SNS 상에 답변이나 글
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 SNS 상의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습
니까?’ 등의 3개 질문에 답하는 6점 척도가 활용되었다(신뢰성(Cronbach α)=.93).
이는 서베이 자료를 통해 SNS 이용을 연구한 Steinfield et al.의 연구 (2008),
Ross et al.의 연구 (2009), Moore & McElroy의 연구 (2012) 등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SNS 이용 여부는 ‘귀하께서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예’와 ‘아니오’라고 응답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인구통계적 특성 변수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
수준이다. 총 2,626명의 응답자의 연령은 50대 1,571명(59.8%), 60대 1,055명(40.2
%)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별 분포에서는 남성이 46%(1,209명), 여성이 54%(1,417
명)이었으며,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가 33.8%(887명),
고졸이 47.8%(1,254명), 대졸 이상이 18.4%(485명)이었다. 소득수준은 개인 월평
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없음이 30.6%(804명), 200만원 미만이 36.9%(968명),
200만원 이상이 32.5%(854명)로 분포되어 있었다.

2. [연구문제 1] 관련 로지스틱 회귀분석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을 위해 SPSS를 활용하여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
준 등 4개의 인구통계적 특성, 5개의 성격 특성, 인지 욕구, 자아 존중감, 온라인
활동 등 총 12개의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시니어 SNS 이용자 집단 예측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SNS 이용 여부는 0(‘이용하지 않는
다’; 2011명)과 1(‘이용한다’; 615명)의 값을 갖는다. 복수의 항목으로 측정된 5개
의 성격 특성, 인지 욕구, 자아 존중, 온라인 활동 등의 변수는 각 구성개념의 평
균이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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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니어 SNS 이용 여부 예측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인구
통계적
특성

성격
특성

핵심
변수

모델 1

모델 2

β(S.E.)

Wald

Exp(β)

β(S.E.)

Wald

연령

-.01(.01)

78.27***

.90

-.10(.01)

77.07***

.90

성별

-.31(.13)

5.44*

.73

-.35(.14)

6.61*

.71

소득수준

.09(.02)

20.30***

1.09

.09(.02)

20.41***

1.09

학력수준

.75(.08)

93.18***

2.12

.73(.08)

84.95***

2.07

개방성

.15(.08)

3.80

1.17

.13(.08)

2.57

1.14

성실성

.33(.07)

22.43***

1.38

.35(.07)

25.47***

1.42

외향성

.04(.08)

.25

1.04

.03(.08)

.18

1.03

친화성

-.04(.08)

.30

.96

-.02(.08)

.07

.98

신경성

-.04(.10)

.18

.96

-.06(.10)

.32

.95

인지 욕구

-

-

-

23(.11)

4.47*

1.26

자아 존중감

-

-

-

-.26(.11).

5.26*

.77

온라인 활동

-

-

-

.88(.18)

22.81***

2.41

χ2(d.f.)
2

Nagelkerke R

513.22(9)***

548.49(12)***

.268

.284

Exp(β)

주) * : p<.05, ** : p<.01, *** : p<.001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 변수인 인지
욕구, 자아 존중감 등이 시니어 소비자의 SNS 이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격하게 분석하기 위해 2가지 단계를 갖는 위계적 모델링 접근법(hierarchical
modeling approach) (Verhoef et al., 2001)을 활용하였다. [모델 1]에서는 시니어
SNS 이용 여부와 관련된 공변량(covariate)만을 투입하였고, [모델 2]에서는 공변
량과 본 연구의 핵심 변수를 모두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먼저, 연령, 성별, 소득수준, 학력수준 등 인구통계적 특성은 시니어 소비자의
SNS 이용 여부를 구분하는 예측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은 낮
을수록, 성별은 여성일수록, 소득수준과 학력수준은 높을수록 SNS 이용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격 특성 중에는 성실성만이 시
니어 소비자의 SNS 이용 여부를 구분하는 예측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성실성이라는 성격 특성을 높게 가질수록 SNS 이용 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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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핵심적인 구성개념인 인지 욕구, 자아 존중감, 온라인 활동 등도 시
니어 소비자의 SNS 이용 여부의 예측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의 결과
를 통해, 기존 연구들에서 빈번하게 활용되었던 인구통계적 특성과 성격 특성을
공변량으로 모두 고려하더라도 인지 욕구, 자아 존중감, 온라인 활동 등은 시니어
소비자의 SNS 이용 여부를 구분하는 예측 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구체적으로 시니어 소비자의 인지 욕구가 높을수록 SNS 이용 집단에 포함될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SNS 이용 집단에
포함될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활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SNS 이용 집단에 포함될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연구문제 2] 관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문제 2]의 가설 검증에 앞서 실증 분석에 활용된 척도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을 검토하였다. 측정항목들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신뢰성 검토를 위
해 크론바 알파(Cronbach α) 값이 활용되었다.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Campbell
& Fiske (1959)가 제시한 구성개념(construct) 타당성의 2가지 측면인 수렴타당성
(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이 검토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이 실시되었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이 실시되었다.
SPSS를 활용하여 주성분(principal component)분석과 직교회전(varimax rotation)
방식으로 [연구문제 2]에 포함된 모든 측정 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이 실시
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아이겐값(eigenvalue)이 1 이상인 요인은 4개로
나타나 총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4개
요인으로 설명된 총분산의 비율은 59.8%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인으로 묶인 모든
구성개념들의 크론바 알파(Cronbach α) 값들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각 구성개념
의 측정항목들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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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인지 욕구

온라인 활동

자아 존중감

SNS 활동

인지 욕구 10

0.788

0.039

-0.001

0.053

인지 욕구 11

0.774

0.031

-0.024

0.059

인지 욕구 9

0.743

0.026

0.106

-0.011

인지 욕구 4

0.731

0.048

0.122

-0.015

인지 욕구 8

0.713

-0.020

0.130

0.027

인지 욕구 7

0.684

0.012

0.135

0.033

인지 욕구 6

0.682

0.015

0.170

0.034

인지 욕구 5

0.640

-0.001

0.223

0.079

인지 욕구 1

0.639

0.073

0.135

-0.032

인지 욕구 3

0.626

0.012

0.202

-0.018

인지 욕구 2

0.585

0.060

0.217

-0.017

온라인 활동 4

0.039

0.882

-0.016

0.158

온라인 활동 3

0.046

0.837

0.004

0.133

온라인 활동 5

0.042

0.834

0.003

0.216

온라인 활동 2

0.050

0.823

0.001

0.118

온라인 활동 1

0.026

0.789

0.001

0.141

자아 존중감 1

0.130

-0.006

0.766

0.002

자아 존중감 4

0.145

0.016

0.719

-0.003

자아 존중감 2

0.137

-0.020

0.715

-0.036

자아 존중감 5

0.257

-0.003

0.669

0.030

자아 존중감 3

0.171

0.002

0.579

-0.045

SNS 활동 1

0.040

0.255

-0.005

0.905

SNS 활동 3

0.040

0.257

-0.043

0.898

SNS 활동 2

0.033

0.258

-0.020

0.892

아이겐 값

6.22

4.48

1.99

1.67

설명분산(%)

22.8

15.3

11.0

10.7

Cronbach α

.90

.90

.76

.93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기초적으로 검토된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보다 엄밀하
게 검증하기 위해 AMOS를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되었다.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 값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만(p<.01),
이는 모형 복잡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GFI(goodness-of-fit index), AGFI(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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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ness-of-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Bagozzi & Yi, 1988).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는 GFI=.920, AGFI=.902, TLI=.914, CFI=.923 등으로 만
족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
개념

인지
욕구

온라인
활동

자아
존중감

SNS
활동

측정항목

λ적재량

나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동안이 더 즐겁다

.613*

나는 단순한 문제보다는 복잡한 문제를 더 좋아한다

.578*

나는 다른 사름들로부터 논리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614*

나는 복잡한 문제를 보면 그것을 분석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708*

나는 내 사고능력에 도전하는 일이 좋다

.637*

나는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이다

.665*

나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도 끝까지 풀기위해 노력한다

.659*

나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한다

.688*

나는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718*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방법을 배울 때 즐겁다

.746*

나는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한다

.725*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지식 서비스 답변 글 쓰기 활동 빈도

.701*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지식 서비스 질문 글 쓰기 활동 빈도

.736*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 상 유용한 정보 등록 활동 빈도

.831*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 추천, 평점 주기 기능 활동 빈도

.905*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 투표 참여 빈도

.844*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79*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640*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491*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650*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661*

지난 3개월 동안 SNS 답변, 글 쓰기 활동 빈도

.914*

지난 3개월 동안 SNS 추천, 평점 주기 기능 활동 빈도

.889*

지난 3개월 동안 SNS 정보 공유 활동 빈도

.906*

복합
신뢰성

AVE

.94

.58

.99

.95

.86

.56

.96

.88

2

χ =2697.423 (p<.001, df=246), GFI=.920, AGFI=.902 TLI=.914, CFI=.923, RMSEA=.062
*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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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항목들과 해당 구성개념의 연결 계수인 λ 적
재량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1), 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권장하는 .5이
상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항목이 .491의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전체 실증 결과의 타당성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았
다. 복합신뢰성(composite reliability)과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의 값도
Bagozzi & Yi (1988)가 제시한 기준(복합신뢰성 .60이상, AVE .50이상)을 전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의 추정치(Φ)와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활용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즉 각 구성개념 간 상관계
수의 95% 신뢰구간(Φ 2SE)에 완벽한 상관관계(1)가 포함되는지를 검토하는 방
식이다 (Bagozzi & Yi, 1988).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
를 보여주는 어떠한 Φ계수의 95% 신뢰구간에도 1이 포함되지 않아서 ‘구성개념
들이 다르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 판별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구성개념들은 Fornell & Larcker (1981)가 제시한 판별타당
성의 기준인 ‘구성개념간 상관계수의 제곱이 AVE 보다 작아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의 가장 높은 상관관계 값 .48의 제곱인
.23이 <표 3>의 가장 낮은 AVE 값 .56보다 훨씬 작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의 모든 구성개념들은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 구성개념간 Φ 행렬
인지 욕구

자아 존중감

온라인 활동

.46
(.02)
.10
(.02)
.08
(.02)

.01
(.02)
-.03
(.02)

.48
(.02)

SNS 활동

인지 욕구
자아 존중감
온라인 활동
SNS 활동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

2) 가설 검증
실증 모형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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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판단을 위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반적 적합도 지수는
GFI=.920, AGFI=.902, TLI=.914, CFI=.923 등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이 분석 자료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격적
인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경로분석 결과
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 오차

t

검증 결과

가설 1: 인지 욕구 – 온라인 활동

.119

.012

4.652

채택

가설 2: 인지 욕구 – SNS 활동

.064

.033

2.801

채택

가설 3: 자아 존중감 – 온라인 활동

-.052

.013

-1.912

기각

가설 4: 자아 존중감 – SNS 활동

-.061

.035

-2.499

채택

가설 5: 온라인 활동 – SNS 활동

.470

.065

21.798

채택

경로

Model Fit Indices
2

χ =2697.423 (p<.001, df=246), GFI=.920, AGFI=.902, TLI=.914, CFI=.923, RMSEA=.062

시니어 소비자의 인지 욕구가 온라인 활동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인지 욕구와 온라인 활동 간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
수 값이 .119(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니어 소비
자의 인지 욕구가 SNS 활동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도 채
택되었다. 인지 욕구와 SNS 활동 간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 값은 .064(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 존중감과 온라인 활동 간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 값은 -.052
(p>.05)로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니어 소비자의 자아 존중감이 온라인 활동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이 경로계수 값은 가설과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지만
p값이 5% 유의 수준을 약간 상회(p=.056)하면서 10% 유의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였던 청소년
들과는 달리, 시니어 소비자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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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시니어 소비자의 자아 존중감이 SNS 활동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자아 존중감과 SNS 활동 간 관계를 나타내
는 경로계수 값은 -.061(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
인 활동와 SNS 활동 간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 값은 0.470(p<.001)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추가적으로 시니어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실증 결과의 의미를 보
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비시니어 소비자 집단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만 13세 이상 50세 미만 응답자의 데이터를 본
연구의 실증 데이터와 동일한 형태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비시니어 응답자 4,507
명의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에 통합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니어 집단과
비시니어 집단을 동시에 투입하는 다중그룹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수행
하였다 (Bearden & Rose, 1990). 다중그룹 비교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492)=7191.665(p<.01), GFI=.917, AGFI=.899, TLI=.908, CFI=.918, RMSEA=.044
등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 집단별 경로분
석 결과 비교는 <표 6>과 같다.
<표 6> 소비자 집단별 경로분석 결과 비교
경로

시니어 소비자 집단

비시니어 소비자 집단

경로 계수

t

경로 계수

t

인지 욕구 – 온라인 활동

.119**

4.652

.160**

7.842

인지 욕구 – SNS 활동

.064**

2.801

-.058**

-3.158

자아 존중감 – 온라인 활동

-.052

-1.912

-.087**

-4.101

자아 존중감 – SNS 활동

-.061*

-2.499

.030

-1.575

온라인 활동 – SNS 활동

.470**

21.798

.442**

25.180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값이며, * 표시는 p<.05이고 ** 표시는 p<.01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시니어 소비자 집단의 경로계수는 자아 존중감과 온라
인 활동 간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비시니어 소비자 집단의 경로계수는 자아 존중감과 SNS 활동 간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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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에서 SNS 활동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시니어 집단에서는 유의적으로 것으
로 나타난 반면, 비시니어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니어
소비자 집단에서는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온라인 활동의 정도가 유의적으로 높
지는 않지만 SNS 활동의 정도는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시니
어 집단에서는 자아 존중감이 SNS 활동의 정도에 직접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온라인 활동 정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집단간 경로계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
다. 즉 모든 경로계수에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은 기본 모형과 각 경로계수별 집
단간 경로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둔 제약모형간의 χ 값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2

χ2 차이 검증 결과, 인지 욕구와 SNS 활동 간 경로계수는 소비자 집단 간 유의적
인 차이(p<.01)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지 욕구에서 SNS 활동으
로 가는 경로계수는 시니어 집단에서는 정(+)의 값을 갖는 반면 비시니어 집단에
서는 부(-)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니어 소비자 집단의 경우에는 인
지 욕구가 높을수록 SNS 활동의 정도가 보다 높지만, 비시니어 소비자 집단의 경
우에는 인지 욕구가 낮을수록 SNS 활동의 정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인지 욕구와 온라인 활동 간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는 모두 정(+)의 값
을 갖지만, 비시니어 집단이 보다 높은 값을 갖는 형태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인지 욕구가 온라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비시니
어 집단에서 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 보면 SNS 활동 정
도에 대한 인지 욕구의 영향력은 비시니어 집단(총효과=.013, 직접효과=-.058, 간
접효과=.071)보다 시니어 집단(총효과=.120, 직접효과=.064, 간접효과=.056)에서
높게 나타났다.

Ⅳ. 결론
시니어 소비자들의 SNS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들의 SNS 이용 관련 특성을 파악하려는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시니어들
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니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SNS 이용 정도와 핵심 영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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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간 관계의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대부분의 연구가 비교적 젊은 계층
의 편의표본을 대상으로 실증이 이루어졌지만, 본 실증 연구는 보다 대표성있는
표본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다양한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변수들 중 핵심적인 변수
들을 하나의 모델에 포함하여 변수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관련 연구들의 다소
일치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해 해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학술
적 기여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실증 결과를 통해 인지 욕구가 SNS 활동
정도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은 해당 소비자가 시니어 계층인지, 비시니어 계층
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 이는 SNS가 두가치 측면의 성
격을 갖기 때문에 시니어 계층의 경로계수와 비시니어 계층의 경로계수는 반대
방향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이 작용하여 기존 연구
들의 다소 배치되는 실증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인지 욕구가
SNS 이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언급한
Hughes et al. (2012)의 해석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
는 자아 존중감이 SNS 이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설명력을 높이는 데에
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시니어 계층은 유의적인 부정적 상관관계를 갖지만,
비시니어 계층은 유의적이지 않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설 도출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lachnio et al. (2016)가 제시한 SNS 활용
의 두가지 관점, 즉 ‘사회적 보상’과 ‘부익부’ 관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시니어 계층에서는 ‘사회적 보상’의 관점이 주를 이루지만, 비시니어 계층에서는
두 관점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적이지 않은 실증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
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의 의미를 해석해보고,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니어들의 인지 욕구는 온라인 활동 정도와 SNS 활
동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 욕구가 높은 시니
어들은 세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보다 크게 갖고 있어, 온
라인 활동이나 SNS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니어 소
비자들로 시장의 확대를 모색하려는 SNS 사업자들은 인지 욕구가 높은 시니어들
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맷이나 기능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사한 성향을 갖는 이용자들이 관심을 보인 컨텐츠들을 필터링해서 제시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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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은 인지 욕구 충족을 바라는 시니어들에게 매력적인 기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책 관계자들은 인지 욕구 높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육체
적, 정신적 건강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둘째, 시니어들의 자아 존중감은 SNS 활동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즉 자아 존중감이 낮은 시니어 소비자들이 이를 메꿔줄 수 있
는 SNS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SNS라는 미디어
를 통해 시니어 소비자들에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수행하려는 사업자들
은 이러한 미디어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자가
고려하고 있는 표적 시장이 자아 존중감이 높고 활동적인 시니어라고 한다면,
SNS가 아주 효과적인 미디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 SNS는 자아 존중감
제고를 핵심 혜택으로 설정한 서비스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추가 분석을 통해 시니어 소비자 집단은 비시니어 소비자 집단에 비해
SNS 활동 정도에 인지 욕구가 미치는 영향력이 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SNS 관련 사업자들은 기존의 성공 요인이 시니어 집단에게도 그대로 적
용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말고,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마케팅의 필요성
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니어라는 세분시장을 중심으로 SNS 서
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들은 목표 고객들이 주로 인지 욕구가 높고, 자아 존중
감이 낮은 소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구체적 특징을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실증 분석에
활용된 자료가 이차자료(secondary data)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관련 주제에 대
한 연구를 기획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수집된 이차자료에 국한된 범위에서 분석이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개별 연구자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대표성있는 패널 데
이터라는 점에서 나름의 장점을 충분히 갖고 있지만, 이차자료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시니어 소비자들의 SNS 이용을 보다 폭넓게 이해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제한된 변수들만이 활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연구의 핵심 변수를 종합
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충분한 설명력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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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시니어 소비자들의 SNS 이용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 예를 들어 사회적 자본, 감정적 반응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
한 연구들이 시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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