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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의 사회 구조는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개인과 정책지원을 하는 국가

에도 중요한 현안이다. 고령화로 인한 인적 자본 활용 문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물경제 불황과 대면 경제활동의 위축 그리고 고

용 감소와 일자리 불안정성이 대두되면서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었다. 그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기반의 경제활동이 일상화되었고, 

정부도 미디어 콘텐츠 기반 경제활동에 실효성 있는 인적 자본 활용이 주요 정책 과제가 되었다. 일자리 지속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역량과 개인적 역량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고, 롤 모델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남·여 20~80세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 385부 중 382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SPSS 23.0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고, 설문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디지털 역량 중 미디어 콘텐츠 활용 역량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이 나타나 SNS 등의 최신 디지털 미

디어 콘텐츠 활용 역량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지속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역량 중 자금 능력은 부(-)의 영향이, 

경험은 정(+)의 영향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환경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의미 있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는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이 나타나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감정적 지원은 경제

활동 지속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롤 모델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디어 

콘텐츠 활용 역량과 가족지지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 효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경

제활동 지속을 위하여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기반의 디지털 교육과 인적 구조에 맞는 정부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핵심주제어: 디지털 역량, 개인적 역량, 사회적 환경, 사회적 지지, 롤 모델, 경제활동 지속 의도

Ⅰ. 서론

1.1. 연구 배경

'2020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인구는 3
만 3천 명 자연 감소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

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통계청, 
2021).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제일 빨리 2048년께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 2021).
2025년에는 50~69세의 신중년(고용노동부, 2017) 예상 인구

가 약1,65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5%, 생산 가능인구의 

36%를 차지할 것(행정안전부, 2021)으로 전망했다. 고용노동

부는 향후 생산 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인한 노동 인력 

부족은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하며, 노동시장 내에서

도 청년층 인구는 급감하는 반면, 장년층 비중은 증가하여 노

동 인력의 고령화와 나이별 불균형 심화를 예상했다. 향후 노

동시장에서 청년층의 경제활동 확대와 더불어 비중이 커지는 

50, 60세대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해지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재취업 일자리는 질 낮고 안정적

이지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한 고용 

불안과 사회·경제적 소외에 당면하게 된다(이한석, 2019). 이

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수많은 직장인, 취업 준비자 

그리고 은퇴자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

을 준비한다. 
디지털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스마트 기기의 대

중화로 사람들은 원하는 양질의 정보를 언제라도 확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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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권성호·현승혜(2014) 연구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등장과 소셜미디어의 발전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컴퓨터 사용 역량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다

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자신의 활용 목적에 맞도록 분

석, 평가하여 적합하게 재생산한다고 하였다. 그로 인해 타인

과의 디지털 공유 역량을 향상해야 하는 적응 부담감이 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2017)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확산으로 플랫폼 근로자가 늘어나고 고용 형태도 

플랫폼 근로자, 프리랜서, 프로슈머 등으로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신중년의 플랫폼 활용 방향으로 재능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 프리랜서가 제시됐다. 디자인, IT 개발, 번역 

등 디지털 노마드형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는 미국의 경

우 전체 노동자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는 추세다. 직

접 고용보다는 분야별 전문가가 등록된 플랫폼을 통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현상이 늘어나므로, 신중년이 전문분야 재능

을 공유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모바일 기기의 보급과 SNS의 일반화된 활용으로 이미 콘텐

츠 스모그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여기에 1인 미디어 콘텐츠 

등 콘텐츠 소비의 개인화를 촉진하는 콘텐츠까지 더해지고 

있다. 콘텐츠 스모그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의 핵심 기술에 힘입어 콘텐츠 생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

다.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는 콘텐츠 스모그 속에서 이용자

에게 적확한 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는 행위가 생산 행위 이

상으로 중요해질 것(심홍진, 2017)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

서 미디어 콘텐츠 기반의 경제활동과 신 정보화 도구 활용은 

더욱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대면 비즈니

스 일상화와 디지털 기반의 4차 산업 혁명 기반에서 경제활

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디지털 역량과 개인

적 역량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롤 모델의 조절 효과

를 통해서 분석, 검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디지털 뉴미디어 콘텐츠 리터러시를 활용하

여 개인의 목적을 재생산하는 능력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 보는 것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만의 새로

운 틀을 통하여 창업과 취업 등 경제활동 연구 분야에 정책

적 제안과 함께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역량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란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처리, 
유통하는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외 자료 및 정보의 

총칭이다. 디지털 미디어에 통용되는 모든 콘텐츠를 디지털 

콘텐츠라고 부를 수 있다(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8). 

2.1.1. 미디어 콘텐츠 활용 역량

콘텐츠는 사용자가 공감하고 공유하며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모든 매개체다. 미디어 즉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가 

콘텐츠다(윤지영·이은정, 2013). 신중년은 정보통신 활용에 능

숙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적응해 온 영상 세대이

며 산업화, 민주화, 경제 위기의 굴곡진 현대사를 헤쳐 온 세

대다. 인생 전환기에 자아 정체 위기, 자기실현 욕구 등 심리

적 어려움을 겪는 중년층이다(김경애, 2013).
SNS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 제공성과 친밀성이 

높을수록 창업 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중장년의 온

라인 커뮤니티 활동 특성 연구로 분석하였다(배근수, 2018).
미래의 직업으로서 프리랜서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디

지털 기술에 기반을 두면서 창작성이 갖추어진 일자리로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승렬 외, 2018). 1인 미디어와 같은 역할의 유튜버 인플루

언서는 뉴스 정보원과 같은 존재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

으며, 유튜버 개인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변수는 통찰

력과 화술이라고 하였다(손동진·김혜경, 2017).
디지털 트렌드 변화, 새로운 플랫폼 출현, 온라인 마케팅 등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환경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창업 시장에서 우위

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이라

고 분석하였다(김경선 외, 2020). 미디어 콘텐츠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산업에서 미디어 콘텐츠의 공동체적 요소와 

쌍방향 소통 및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새로운 경험

과 정보를 제공하며, 공유와 참여를 통하여 개인과 조직에 미

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가 주로 되어 왔다. 그러나 미디어 

콘텐츠의 활용 역량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제한적이다. 

2.1.2. 신 정보화 도구 활용 역량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약 40억 명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자

이다. ‘포노 사피엔스(PhonoSapiens)’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

럼 자유롭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인류를 뜻하는 신

조어도 등장했다(양태삼, 2015). 스마트폰을 포함한 신 정보화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효율성을 위해 사용하며, 정보 추

구와 커뮤니케이션이 주요 목적이다. 신 정보화 도구의 사용

은 공유 가능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정보검색, 의사

소통 매체로서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있다고 하였으며, 인터넷 

환경은 언제 어디서나 유무선 통신으로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고 하였다(김세현·이혜수, 2019). 신 정보화 도구의 저 활용 

집단은 미래 정보사회에 관한 관심 부족, 디지털 기기 이용에 

대한 동기 부족, 새로운 기술에 대한 낮은 자기효능감으로 이

들의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적 욕구

가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설인·구혜경, 2021).
웹 2.0시대의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대표적인 예로 들 



디지털 역량과 개인적 역량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 : 롤 모델의 조절 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6권 제5호 (통권77호) 127

수 있다. SNS는 사용자들의 사회 정서적(social-emotional) 요

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MC: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은 정보 공유 및 정보교환

이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Rau et al., 2008). 사용자 간의 

대화를 촉진하면서 콘텐츠, 의견, 경험, 시각을 공유할 수 있

는 온라인 도구가 소셜미디어라고 분석하였다(임성택 외, 
2009). 모바일 콘텐츠(Mobile content)란 휴대용 기기에 사용되

는 디지털콘텐츠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보통 휴대용 기기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PDA, MP3 플레이어를 모두 포함하지만, 
모바일 콘텐츠는 휴대전화에 통용되는 콘텐츠를 주로 이른다

(최창현, 2014). 디지털 환경 특성인 양방향성과 네트워크화 

등에서 정보기술을 습득, 활용하고 나아가 비판적 정보 선택

과 자신의 창의성을 결합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Mishra et 
al., 2001). 안정임(2002)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

술적 접근 능력, 콘텐츠 활용 능력, 지식 정보 공유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그 세부 역량으로 네트워크와 컴퓨터 기기에 대

한 접근 역량과 인터넷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며 정보를 수집

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양방향성과 네트워크를 기

반으로 지식 커뮤니티 형성과 정보의 교류 및 공유 능력이라

고 하였다. 신 정보화 도구 활용에 취약한 중년층의 정보역량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통합 기술 활용 증진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고령층은 일회성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자기효능감 프

로그램과의 병행 운영 등 개인적 차원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분석하였다(엄사랑 외, 2020).
이와 같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신 정보화 도구 활용은 

단순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활용 역량에 따라 네트워크 형성

과 지식 커뮤니티 형성, 정보의 신속한 교류 및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2.2. 개인적 역량

역량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른 정의를 사용하는데 다 변화한 

상황과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Moris et al.(2013)은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 많을 경우 성

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역량은 노력으

로도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긴 시간 훈련이 없다면 

역량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민경(2004)은 현재 제

한되어 있는 자원들에 얽매이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과정

으로 정의하였다.

2.2.1.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행위자들 사이의 연결패턴을 지칭하는 것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나타낸다(Burt, 1997).
타인 등 제3자 관리, 마인드 및 대화 수준 등을 통해 대인

관계 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이도열, 2007).
이혜경(2017)은 구조적 자본에 해당하며 연결망의 특성 및 

행태, 사회체계와 네트워크 전체의 속성을 의미한다고 하였

고, 강경란·박철우(2017)는 사람은 조직구성원이나 개인으로서 

사회생활과 조직 생활을 하면서 타인과의 관계 즉 사회적 연

결망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박경순 외(2020)는 구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충고,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관계망

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고 하였다.

2.2.2. 자금 능력

경제적 준비는 경제적 생산 가능 연령대에 저축과 투자를 

하여 소득이 없는 은퇴 후나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다

(Modigliani, 1986). 노후의 경제력은 삶의 질을 결정하고 노후

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며 노후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다(박지선, 2004). 최근에는 본인 스스로가 노후 생활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가족이 노후의 경제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은 줄어들고 

있다. 강경란(2018)은 베이비부머들의 창업 및 재취업 의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노후 자금능력은 재취업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경제적 여유가 있을

수록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파악하였다.

2.2.3. 경험

신중년의 95%는 소득을 목적으로 일해 본 경험이 있으며, 
남성(99.3%)은 근로활동을 경험, 신중년 여성 또한 생애 근로 

경험이 약 90.9%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아영, 2020). 기
대수명이 점차 길어짐에 따른 부모 부양과 갈수록 취업 시기

가 늦어지는 자녀 세대에 대한 돌봄의 이중 부양 부담이 늘

어난다고 하였다(김유경, 2019). 우리나라의 신중년 일자리 정

책은 주로 신중년의 근로 능력 개발 및 기술 전수를 통해 이

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황남희 외, 2019).

2.3. 사회적 환경

2.3.1. 거시경제 환경에 관한 인식

세계 경제 둔화,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 대내외 리스 크가 

많아 경기 예측 어려움이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9). 50·60
세대 1인 가구는 다인(多人) 가구에 비하여 노동시장 하향 이

동 경향이 강하고 건강 및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사회적 소외

의 가능성이 높다(정경희, 2012). 50·60세대는 이혼·사별과 같

은 이유로 1인 가구화되는 비중이 높고, 이들은 사회적 활동

범위 도 동일 연령대의 다인(多人) 가구에 비해 좁은 편이다. 
50·60세대 1인 가구는 같은 연령대의 다인 가구에 비교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비정규직화의 가능성도 크

다(반정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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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취업시장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노동자의 핵심 직무역량은 청년기에 OECD 최고 

수준이나 중장년기에는 OECD 최하위권이다(이주호·최슬기, 
2015). 50·60세대의 상당수가 법정 퇴직 연령(60세) 이전에 주

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여 비정규직으로 실질 퇴직 연령(72세)
까지 근로 생활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

는 핵심 직무역량 감퇴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부족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하였다(최석현·김정훈, 
2018). 50·60세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적 자본 수준으로 평

생 교육 참여 및 직업 교육훈련 참여율이 낮다. 한국 성인의 

평생 교육 참여율은 2015년 OECD 28개 국가에서 15위를 차

지한다(최석현·김재신, 2018).

2.4. 사회적 지지

넓은 의미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심리적, 물질적 자원으로 개인이 지닌 모든 사회적 관계

망(Social Network) 내의 인적 관계의 지지를 의미한다. 경제

적이나 물질적인 실제적 도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나 충

고인 평가적 도움,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수용하는 자아 

존중감, 여가를 구성원과 함께하는 소속감의 네 가지 차원으

로 정의하였다(Cohen & Hoberman, 1983).

2.4.1. 가족지지

가족지지는 지지를 받는 대상자가 자신은 사랑과 관심을 받

고 있다고 믿고 자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속에

서 책임감을 느끼고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의 일원

이라고 믿게 하는 정신적 영향력이라고 하였다(Cobb, 1976). 
또한, 구성원들을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고, 문제해

결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Cohen & Wills, 
1985).

2.5. 롤 모델

롤 모델의 영향은 계속 진행 중이고 역동적이며, 시간이 흐

르면서 개인과 역할 모델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역할과 

기능은 변화된다고 하였다(Gibson, 2016). 자신의 경험을 전수

해 주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물론 그 조직 자체도 목표에 훨씬 효율

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문영주, 2007). 자기책임과 

의무로 가업승계와 같은 창업을 한 역할 모델 이야기보다 자

아실현을 통해 성공한 역할 모델의 이야기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하였다(이수지, 2012).

2.6. 경제활동 지속 의도

사업 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취감, 위험 감수에 

대한 의지, 불확실성의 감수 등 개인적인 특성과 창업 전의 

직업과 교육, 종교 등 배경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한

다고 하였다(Mazzarol & Thiery, 1999). 사업 의욕의 이론적 틀

은 의도적 행동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하
규수·한정화, 2010).
윤병화·이상직(2020)은 경제적 준비도는 베이비붐 세대의 재

취업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자본은 재취업 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본

보다는 경제적 준비 여부가 베이비 부머의 재취업 의도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했다. 박상우(2019)는 비자발

적으로 퇴직하는 베이비 부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

복탄력성이 진로 전환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박혜성 외

(2020)도 회복탄력성이 진로 전환에 매우 의미있는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신중년은 건강 및 교육 수준이 높다

는 점(남경아, 2017)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할 능력이 충분하다

고 하였다. 신중년의 83.6%(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가 노후 

경제활동이 주요하다고 인식하였고 과반수인 58.1%가 소득을 

위해 근로활동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였다(황남희 외, 2019).
미디어산업은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 산업을 견인하는 영향력도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 중심

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높은 고

용 창출을 만든다. 또한 올드미디어 기반 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과 수요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뉴 미디어산

업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준희 외, 
2020). 뉴미디어와 연계된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고 비즈니

스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취업과 창업 시장에 미디어 콘텐

츠를 이용한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추세다. 김경선 외(2020)는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인 콘텐츠 활용 역량과 커뮤니케이

션 활용 역량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커뮤니케

이션 활용 역량이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엄사랑 외(2020)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기술에 대한 태

도가 긍정적일수록 정보역량과 정보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이용 성과를 높여 삶의 만족도까지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는 PC 정보활동보다 모바일 정보

활동이 더 좋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위하여 정보역량 활동을 증진시키고, PC보다는 접근성이 더 

좋은 모바일 기반의 정보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사업 지속 의도는 일에 대한 만족으로 창업자가 현재 업종

을 지속하는 것이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현재 일을 

지속한다는 것이며, 개인이 창업한 업종에 스스로 느끼는 만

족도에 따라 사업 지속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김경

애, 2013).
정명경(2010)은 취업 의지가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고령자가 재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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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근로 경험 특성 요인, 실업급여 특성 요인, 직업훈련 요

인, 재취업 희망 여부 등이 있다고 하였다(손정현·이영민, 
2011). 고령자의 퇴직 준비도에 따라 재취업 과정에서 경험하

는 불안, 위기, 어려움은 각자 상이하며, 재취업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이응목, 2016).
강순희(2016)는 재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직장 근속 

기간이 길고, 건강할수록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특히, 노후자금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의 재취업 비율

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가설의 설정 및 모형

디지털 미디어 기기 활용 역량이 우수할수록 디지털 친화적 

태도와 자신감이 높아지고,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1인 미디어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누구나 쉽게 미디어를 접하고 만들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사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

다(김우종, 2016).
이선호(2015)는 창업기업의 경영 성과에 정보기술특성이 미

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황소영(2019)은 창업 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역량 수준

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최대수·성창수(2017)는 대학생의 개인적 역량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IT 역량이 창업 의도에 의미 있는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김성우(2014)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창업을 하거나 

매매를 하며, 창업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David(2007)는 양방향 온라인 시장은 자신

만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고객 그룹들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결함으로써 뛰어난 경영 성과를 창출하

는 비즈니스 모델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선행 변수와 경제활동 

지속 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디지털 역량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1-1: 미디어 콘텐츠 활용 능력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 신 정보화 도구 활용 능력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강경란(2018)은 베이비부머들의 창업 및 재취업 의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네트워크는 재취업 의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후 자금능력은 재취

업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강순희

(2016)는 재취업률이 높은 개인은 노후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

람들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Cardon et al.(2009)은 

경험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요하다고 확인하였다.
오창환(2012)의 연구에서 경력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해 

주는 개념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과 기대를 포함하며, 한 개인

의 행동들이 어떻게 촉진되고,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알려 주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개인적 역량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1: 네트워크는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자금 능력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경험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경제 둔화,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 대내외 리스크가 

많아 경기 예측의 어려움(현대경제연구원, 2019)이 실물경제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석현·김정훈(2018)은 불안정한 일

자리는 핵심직무역량 감퇴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

응 역량 부족에서 상당 부분 기인하다고 제시하였다. 
정경희(2012)는 50·60세대 1인 가구가 다인(多人) 가구에 비

하여 노동시장 하향 이동 경향이 강하고 건강 및 주거의 불

안정성으로 사회적 소외의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였다.
반정호(2014)는 베이비부머 세대인 50·60세대의 이혼·사별과 

같은 이유로 1인 가구화되는 비중이 높고, 같은 연령대의 다

인 가구에 비교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

정규직화의 가능성도 크다고 제시하였다. 박종범 외(2020)은 

베이비부머들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창업의 어려움 속

에서 재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검증하였다.
강순희(2016)는 재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근속 기간

이 길고, 건강할수록 재취업을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

였다. 박상우(2019)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이 진로 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에서 회복탄력성은 진로 전환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3: 사회적 환경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1: 거시경제 인식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 취업시장 인식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



김상진·하규수

130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6 No.5

향을 미칠 것이다.

Fishbein & Ajzen(1975)의 연구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있

어서 행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준거인들이 그 

행동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그 행동을 수행할 가

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Cohen & Wills(1985)는 사회적 지지가 

구성원들을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고 제시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창업

자의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하였다(윤방

섭, 2004; 김영문·전지은, 2009; 오상훈·하규수, 201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4: 사회적 지지인 가족지지는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업을 경험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역할 모델이 되고 창업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며 이는 자녀들의 창업 결정에 영

향을 준다고 하였다(Ronstadt, 1984; Scott & Twomey, 1988).
윤방섭(2004)은 성공적인 역할 모델로 부모를 포함한 주변인

들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역할 모델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창업 성공모델은 창업에 관한 관심을 높여주며,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고 제시하면서 

부모 이외의 역할 모델인 친지, 전직 회사의 창업주, 유명한 

기업가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하였다(장대성, 2003). 성공한 기

업가의 사회적 위상이 향상되면 예비 창업자의 롤모델이 되

고, 창조적인 창업문화가 활성화된다고 하였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창업 의지가 증가하고, 예비 창업자의 기업가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이 창업 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민향옥·김동주, 201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5: 롤 모델은 디지털 역량과 경제활동 지속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5-1: 롤 모델은 미디어 콘텐츠 활용 능력과 경제활동 지

속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5-2: 롤 모델은 신 정보화 도구 활용 능력과 경제활동 지

속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6: 롤 모델은 개인적 역량과 경제활동 지속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6-1: 롤 모델은 네트워크와 경제활동 지속 의도 간의 관

계를 조절할 것이다.
   6-2: 롤 모델은 자금 능력과 경제활동 지속 의도 간의 관

계를 조절할 것이다.
   6-3: 롤 모델은 경험과 경제활동 지속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7: 롤 모델은 사회적 환경과 경제활동 지속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7-1: 롤 모델은 거시경제 인식과 경제활동 지속 의도 간

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7-2: 롤 모델은 취업시장 인식과 경제활동 지속 의도 간

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8: 롤 모델은 사회적 지지인 가족지지와 경제활동 지

속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독립변수에 디지털 역량을 

설정하고 핵심 요인으로 미디어 콘텐츠 활용 역량, 신 정보화

도구 활용 역량을 설정하였다. 개인적 역량은 네트워크, 자금

능력, 경험을 중요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환경은 거

시경제환경에 관한 인식, 취업시장에 대한 인식을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지지를 중요 요인으로 설정

하였으며, 종속변수로 경제활동 지속 의도를 설정하였다. 조

절변수로 롤 모델을 설정하여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상기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의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디지털 역량

미디어 콘텐츠 활용역량
신 정보화도구 활용역량

개인적 역량
� � � � � � � � �

네트워크
자금능력
경 험

사회적 환경

거시경제환경에 관한 인식
취업시장에 대한 인식

사회적 지지

가족지지

경제활동
지속의도

롤 모델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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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사 표본 선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의 성인 20세∼80세 남녀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Code 화하고 무기

명으로 비밀을 보장하여 처리함을 고지하였다. 설문조사 기간

은 2021년 2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하였고 총 385부의 설문지를 배

부하여 이중 부실 설문지를 제외한 382부를 연구 분석에 사

용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도구는 대부분 선행연구와 

동일하다. 하지만 일부는 목적에 부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나이, 결혼 여부, 부양가족 수, 학력, 현재 직업군, 월평균 소

득, 현재 직장 근무 여부, 직장 경력 유무, 직장 경력 기간, 
재취업 희망 분야 경험 유, 무를 명목과 비율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SPSS 23.0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설문 측정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직각 회전의 베리멕스(Varimax)
방법을 실시하고,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각 요인별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의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각 변수의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결과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기술 통계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

성이 214명(56%), 여성이 168명(44%)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

대는 40대 이하가 72명(18.8%), 41-50세가 44명(11.5%), 51-60
세가 137명(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61-70세가 119명
(31.2%), 71세 이상이 10명(2.6%)으로 분포되었다. 결혼 여부

는 미혼 63명(16.5%), 기혼 296명(77.5%), 독신 23명(6%)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살펴보면 대졸이 206명(53.9%)으로 과반수

이었고, 고등학교 37명(9.7%), 전문대학 27명(7.18%), 대학원 

이상 112명(29.3%)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업군은 전문직 및 

기업 임원이 94명(24.6%), 사무직이 66명(17.3%), 주부가 49명
(12.8%), 비취업이 31명(8.1%), 기타 142명(37.2%)로 나타났다.
현재 월평균 소득수준은 300만 원 이하가 124명(32.5%)로 

가장 많았고, 400-500만 원 미만 121명(31.7%), 600-700만 원 

미만 51명(13.4%), 700-900만 원 미만 40명(10.5%), 1,000만 원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
문항수

선행연구

디
지
털 
역
량

미디어
콘텐츠
활용역량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한 정보 검색, 분석,
평가를 통해 목적에 적합하게 재생산하여 

타인이나 조직과 공유하는 역량
8문항

Mishra et al.
(2001)
안정임
(2002)

권성호·현승혜
(2014)

김경선 외
(2020)
양경애
(2020)

신 정보화 
도구  

활용역량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술적 접근 
능력으로 스마트폰, 컴퓨터의 

정보탐색, 구매, 마케팅 및  양방향 
SNS 네트워크 기반 커뮤니티 형성과 

정보 공유 능력

5문항

개
인
적
역
량

네트워크
조직구성원이나 개인으로서 조직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연결망의 형성 정도
4문항 Modigliani

(1986)
Burt

(1997)
박지선
(2004)
이혜경
(2017)
강경란
(2018)

자금능력
은퇴 후 노후를 대비하여 정서적,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경제적 준비 정도
4문항

경 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사전 
근로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

4문항

사
회
적
환
경

거시경제
환경에 

관한 인식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여부

4문항

정경희
(2012)
반정호
(2014)

이주호·최슬기
(2015)

최석현·김정훈
(2018)

취업시장에 
대한 인식

핵심직무역량 감퇴,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한 불안정한 일자리 인식 정도

5문항

사
회
적
지
지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 가족지지의 
일원이라고 믿는 정신적 영향력과 자부심

4문항

Cobb
(1976)

Cohen &
Wills (1985)

<표 1> 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문항

롤
모
델

개인과 역할 모델 사이의 상호 작용과 
관련된 역할과 기능 인식

4문항

문영주
(2007)
Gibson
(2016)

경제
활동
지속
의도

소득을 위한 근로 활동과 퇴직 후 
경제활동의 중요성 인식 정도

9문항

이민경
(2004)
라진구
(2009)
이응목
(2016)
남경아
(2017)

황남희 외 
(2019)
이아영
(2020)

조사
대상
특성

성별, 나이, 학력, 현재 직업군, 현재 월평균 소득,
직장 경력 유무, 직장 경력 기간, 현재 직장 근무 
여부, 재취업 희망 분야 경험 유무, 결혼 여부,

부양가족 수

1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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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6명(6.8%), 무소득 20명(5.2%)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장 

근무 여부는 근무 중이 247명(64.7%), 퇴직이 135명(35.3%)으
로 나타났다. 재취업 희망 분야 경험 유, 무는 있다가 186명
(48.7%), 없다가 196명(51.3%)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항목 빈도  퍼센트

성별
남 214 56.0

여 168 44.0

나이

40세 이하 72 18.8

41~50세 44 11.5

51~60세 137 35.9

61~70세 119 31.2

71세 이상 10 2.6

결혼 여부

미혼 63 16.5

기혼 296 77.5

독신(이혼, 사별의 경우) 23 6.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7 9.7

전문대학 졸업 27 7.1

대학교 졸업 206 53.9

대학원 졸업 112 29.3

현재 직업군

전문직 및 기업 임원 94 24.6

사무직 66 17.3

주부 49 12.8

비취업 31 8.1

기타 142 37.2

현재 월평균 
소득(수입)

무소득 20 5.2

3백만 원 미만 124 32.5

4백~5백만 원 미만 121 31.7

6백~7백만 원 미만 51 13.4

7백~9백만 원 미만 40 10.5

1천만 원 이상 26 6.8

현재 직장 
근무 여부  

근무 중 247 64.7

퇴직 135 35.3

재취업 
희망 분야 
경험 유무

있다 186 48.7

없다 196 51.3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4.2.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목적에 부합하

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문 문항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3>
과 같다.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내용 타당성과 개념 타당성으로 구분된다. 내

용 타당성은 측정 도구의 항목들이 측정 개념을 대표하는 정

도를 의미한다. 개념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의 

측정 정확도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타당성 검정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

다. 요인분석의 변수를 회귀분석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직각회전방식(Varimax)을 사용하였다. 최종 요인분석 

결과 10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71.30%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 요인 적재 값은 모두 일반적 기준치 

0.4이상이 나타나 각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요인 명은 요인의 문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인 1은 경제활

동 지속 의도, 요인 2는 가족지지, 요인 3은 자금 능력, 요인 

4는 미디어 콘텐츠 활용 능력, 요인 5는 네트워크, 요인 6은 

취업시장 인식, 요인 7은 신 정보화 도구 활용 능력, 요인 8
은 경험, 요인 9는 거시경제 인식, 요인 10은 롤 모델로 명명

하였다. 또한, KMO(Kaiser-Meyer-Olkin)는 835, Bartlett의 구성 

검정 결과 =7821.891, df=630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

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α에 의한 신뢰성 분석

결과 기준치인 0.6이상으로 확인되어 모두 요인들이 검정기준

을 충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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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9 요인 10

나는 나이가 들더라도 계속 일하고 싶다. .871 .079 -.012 .096 -.016 .041 -.020 .124 .007 .052

현재 하는 일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다.

.808 .148 -.055 -.049 .080 -.046 .029 -.031 .002 .007

나는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할 것이다. .796 .026 -.045 .144 -.022 .000 .036 .179 -.015 .112

일을 계속하는 것은 나의 삶에서 중요하다. .766 .181 -.028 .013 .082 -.001 .058 .092 -.129 -.044

전혀 새로운 분야의 일이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조건 하겠다.

.688 .032 -.096 .141 .128 -.039 .139 .128 .123 .150

우리 가족은 내가 어려움에
직면하면 도움을 줄 것이다.

.101 .848 .007 .001 .063 .060 .139 .004 .054 .068

우리 가족은 나를 늘 지지해 준다. .054 .811 -.047 .111 .093 -.031 .076 .129 .104 .057

나는 전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의지할 수 있다. .173 .809 .101 .068 .078 -.048 .095 .025 .038 .088

우리 가족은 서로 무슨 일이든 
함께 하려고 한다.

.154 .798 .088 .077 .079 -.072 .106 -.114 .046 .124

나는 노후 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085 -.061 .884 -.037 .075 -.018 .053 .098 -.010 .070

나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대비책이 있다.

-.082 .017 .883 -.004 .168 .024 -.017 .066 .043 .076

나는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

-.009 .090 .866 .041 .058 -.111 .030 .107 .023 .088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043 .117 .854 .087 .015 -.090 .056 -.001 -.003 .021

블로그를 만들어 나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089 .159 .060 .799 .074 -.138 .281 .051 -.031 .040

나는 유튜브를 만들 수 있다. .112 .165 .028 .779 -.002 -.031 .299 .027 -.071 .057

나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

.106 -.015 .048 .753 .224 .039 .038 .125 -.036 .029

나는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팔로워가 많다

.028 .026 -.035 .741 .191 -.177 .136 -.022 -.010 .111

내가 주도하는 모임들이 많다. .034 -.032 .080 .161 .823 .024 -.007 .146 -.007 .059

나는 사회적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37 .022 .079 .133 .782 -.020 .062 .072 -.033 .088

나는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다. .051 .206 .088 .060 .728 -.083 .153 .127 .022 .103

나는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 -.009 .396 .113 .164 .550 -.059 .048 .096 -.119 .139

취업을 하더라도 좋은 대우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032 -.131 -.006 -.066 .018 .842 -.103 -.014 .212 -.044

경력에 맞는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011 -.026 -.113 -.154 -.020 .782 -.065 -.152 .172 -.015

취업은 나이 든 사람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018 .037 -.071 -.039 -.102 .778 .005 .075 .105 -.178

나는 온라인 쇼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05 .190 .019 .212 .025 -.016 .855 -.033 .018 .053

나는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040 .184 .072 .195 .076 -.026 .798 .066 -.087 .046

나는 남들이 찾지 못하는 정보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쉽게 찾는다.

.068 .053 .037 .266 .140 -.114 .701 .156 .066 .085

직장 근무 경험이 많다. .114 -.084 .063 -.010 .077 .116 .016 .811 .012 .056

나는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다. .136 .084 .065 .122 .149 -.086 .070 .787 .016 .112

나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경험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10 .086 .148 .059 .178 -.119 .087 .754 -.002 -.026

우리나라의 미래경제 상황은 밝지 않다. -.045 .021 .019 -.068 -.063 .119 -.066 -.008 .901 -.050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000 .082 .066 -.039 -.055 .193 -.024 -.038 .850 .003

경제활동 인구 구조 변화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037 .153 -.051 -.013 .066 .348 .147 .135 .583 -.217

퇴직 이후에 더 성공한 사람이 많다. .169 .084 .038 .061 .191 -.223 .061 .026 .048 .759

퇴직 이후에 성공한 롤 모델이 있다. .098 .089 .172 .101 .241 -.007 .036 .078 -.110 .753

퇴직 이후에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 -.008 .257 .083 .081 -.078 -.076 .119 .080 -.165 .592

Eigen Value 3.378 3.298 3.218 2.750 2.516 2.304 2.229 2.137 2.088 1.754

% of Variance 9.384 9.161 8.939 7.638 6.988 6.400 6.192 5.936 5.800 4.872

Cumulative % 9.384 18.544 27.483 35.121 42.108 48.508 54.700 60.636 66.435 71.308

Cronbach's α 3.497 .873 .909 .835 .787 .795 .808 .772 .783 0.669

<표 3> 타당성과 신뢰도



김상진·하규수

134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6 No.5

4.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 간 공분산 계산에 의해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수의 상관관계는 0.6이하로 나타나 변수 간의 관련

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검증에 대한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을 확보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네트워크자금능력 경험
미디어
콘텐츠
활용능력

신정보화 
도구

활용능력

거시경제
인식

취업시장
인식

가족
지지

롤모델
경제활동
지속의도

네트워크 1

자금능력 .224** 1

경험 .331** .193** 1

미디어 
콘텐츠
활용능력

.353** .087 .195** 1

신정보화 
도구

활용능력
.257** .110* .192** .512** 1

거시경제
인식

-.063 .011 .011 -.108* -.016 1

취업시장
인식

-.143** -.139** -.089 -.229** -.167** .411** 1

가족
지지

.279** .107* .107* .238** .333** .112* -.093 1

롤모델 .363** .223** .201** .268** .251** -.175** -.284** .345** 1

경제활동  
지속의도

.189** -.087 .312** .229** .196** -.007 -.054 .267** .225** 1

<표 4> 상관관계 분석

4.4.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지털 역량, 개인적 역량, 사회적 환경, 
사회적 지지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롤 모

델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의 조절 효과 검증 방식은 상호작용 항의 투입을 

통해서 설명력( )와 수정된 설명력(Adj.  )의 증가분을 판

단 기준으로 하여 조절 효과를 파악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이전 측정 변수 간의 다중공

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분산 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기준치인 10미만으로 나타나 변수 간의 다중공

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기본 가정인 종속변수 오차항 사이에 자기 상

관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으로 자기 상관

성을 검증한 결과 통계량이 1.896으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오차 항의 자기 상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

다.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형 1의 회귀분석 결과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18.2%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1.623, 
p<.001). 세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디지털 역량 중 미디어 

콘텐츠 활용 역량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이 나

타났다. 김경선 외(2020)은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이 창업

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반

영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은 창업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연구한 것과 동일하게 

SNS 등의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활용 역량이 높을수

록 경제활동 지속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개인적 역량 중 자금 능력과 경험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금 능력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부(-)의 영향이 나타

나 노후 자금이나 은퇴 이후 자금 능력이 많을수록 경제활동 

지속 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이 나타나 다양한 경험이 많을수록 

경제활동 지속 의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강경란(2018)의 베이비부머들의 창업 및 재취업 의도 영

향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노후 자금능력은 재취업 의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일하고, Cardon et al.(2009)은 창

업역량 중 경험의 중요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와 유사하다. 
가설 2-2,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사회적 환경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

한 일자리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부족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제시한 최석현·김정훈(2018)의 연구와 

베이비부머들이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창업이 쉽지 않

은 상황에서 재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검증한 박

종범 외(2020)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가설 3-1, 가설 3-2는 기

각되었다.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는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이 나타나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감정적 지원은 경

제활동 지속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가 구성원들을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고, 문제 해결

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고 제시한 Cohen & Wills(1985)의 

연구와 동일하다.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조절 변수를 포함한 모형 2의 회귀분석 결과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19.1%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F=10.963, p<.001). 세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디

지털 역량 중 미디어 콘텐츠 활용 역량은 경제활동 지속 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역량 

중 자금 능력과 경험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금 능력은 경제활동 지속 의

도에 부(-)의 영향이 나타났으며, 경험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

에 정(+)의 영향이 나타나 다양한 경험이 많을수록 경제활동 

지속 의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는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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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 변수인 롤 모델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롤 모델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21.3%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F=7.078, p<.001). 분석 결과 디지털 역량 중 미디어 

콘텐츠 활용 역량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역량 중 자금 능력과 경험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자금 능력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부(-)의 영향이 나타났

으며, 경험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이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는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롤 모델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롤 모델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 ‘미디어 

콘텐츠 활용 역량’ 롤 모델, ‘가족지지’ 롤 모델의 상호작용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롤 모델의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미디어콘텐츠 활용역

량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또한, 윤방섭(2004)과 장대성(2003)의 연구 결과와 

같은 롤모델의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설 5-1, 가설 8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롤 모델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모형 3의 

값이 모형 1과 모형 2의 값보다 크고 변화량 모두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최종 가설검증 결과는 <표 6>와 같다.

*p<.10 **p<.05 ***p<.01

가설 결과

가설 1-1 미디어콘텐츠 활용능력→경제활동 지속의도 채택

가설 1-2 신정보화 도구 활용능력→경제활동 지속의도 기각

가설 2-1 네트워크→경제활동 지속의도 기각

가설 2-2 자금 능력→경제활동 지속의도 채택

가설 2-3 경험→경제활동 지속의도 채택

가설 3-1 거시경제인식→경제활동 지속의도 기각

가설 3-2 취업시장인식→경제활동 지속의도 기각

가설 4 가족지지→경제활동 지속의도 채택

가설 5-1 ‘미디어콘텐츠 활용능력’ 롤모델→경제활동 지속의도 채택

가설 5-2 ‘신정보화 도구 활용능력’ 롤모델→경제활동 지속의도 기각

가설 6-1 ‘네트워크’ 롤모델→경제활동 지속의도 기각

가설 6-2 ‘자금능력’ 롤모델→경제활동 지속의도 기각

가설 6-3 ‘경험’ 롤모델→경제활동 지속의도 기각

가설 7-1 ‘거시경제인식’ 롤모델→경제활동 지속의도 기각

가설 7-2 ‘취업시장인식’ 롤모델→경제활동 지속의도 기각

가설 8 ‘가족지지’ 롤모델→경제활동 지속의도 채택

<표 6> 가설검증 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b β b β

(상수) 10.264*** 　 9.151*** 　 8.297*** 　

디지털
역량

미디어
콘텐츠
활용역량

.109* .115 .103* .109 .101* .107

신정보화 
도구 

활용역량
.038 .024 .030 .019 .040 .026

개인적 
역량

네트워크 .040 .027 .007 .005 .027 .019

자금능력 -.215*** -.184 -.231*** -.197 -.220*** -.188

경험 .425*** .289 .414*** .282 .412*** .281

사회적 
환경

거시경제
인식

-.035 -.021 -.009 -.006 -.037 -.022

취업시장 
인식

.014 .009 .042 .026 .070 .043

사회적 
지지

가족
지지

.279*** .215 .241*** .186 .254*** .196

롤모델 .230* .118 .218* .112

‘미디어콘텐츠 
활용역량’
롤모델

.035* .077

<표 5>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

‘신정보화 도구 
활용역량’
롤모델

-.019 -.026

‘네트워크’
롤모델 

-.040 -.061

‘자금능력’
롤모델

-.006 -.010

‘경험‘
롤모델

.047 .057

‘거시경제인식’
롤모델

-.008 -.010

‘취업시장인식’
롤모델

-.050 -.060

‘가족지지’
롤모델

.099** .159

F 변화량 11.623*** 10.963*** 7.078***

  .200 .210 .248

수정된   .182 .191 .213

  변화량 .200*** .010* .039*

Durbin-Watson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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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5.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4차 산업 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디지털 기반의 비대

면 경제활동이 일상화되고, 실물경제 불황으로 구직난이 이어

지면서 일자리 지속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디지털 환경에 대

한 적응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 되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뉴미디어 콘텐츠 리터러시의 적극적 활용

을 통해서 적합하게 재생산하는 능력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면서 기존 연구와 차별

성이 있고 시의성도 겸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만의 새로운 

틀을 통하여 취업과 창업 등 경제활동 연구분야에 학문적 시

사점은 물론 실무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디지털 역량 중 미디어콘텐츠 활용 역

량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

램 등)를 자유롭게 사용할 줄 알고, 화상회의(줌, 구글 밋 등), 
클라우딩 컴퓨팅, 협업용 프로그램, 유튜브 등의 디지털 미디

어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경제활

동을 적극적으로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적 역량 중 자금 능력과 경험은 경제활동 지속 의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자금이

나 은퇴 이후 자금 능력이 많을수록 경제활동 지속 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경험이 많을수록 경제활

동 지속 의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에 필요한 자

금을 조달할 능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여유로운 사람일

수록 일하고자 하는 의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되어, 경제

력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직장 근무 경험이나 다시 하려는 일과 유사한 경

험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환경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과 열악한 취업시장

의 환경은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의도에는 영향이 크지 않

은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는 경제활동 지

속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에 대한 다

양한 감정적 지원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롤 모델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퇴직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퇴직 후 성공

한 사람들과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경제활동을 지

속하려는 의도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롤 모델의 조절 효

과를 살펴본 결과, ‘미디어 콘텐츠 활용 역량’ 롤 모델의 상

호작용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퇴직 이후 성공한 롤 모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

록 미디어 콘텐츠 활용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대한 영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롤 모델이 조절하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지지’ 롤 모델의 상호작용은 경제

활동 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퇴직 이

후 롤 모델의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경제활동 지

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가 결합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50~60대 경력자들이 느끼는 변화는 

모바일과 비대면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보다 더욱 빠르고 

파괴적일 것이다.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 발전에 팬데믹이 더해져 보다 많은 

기업과 노동자가 경험한 재택근무는 더욱 급격하게 확산할 

것이며, 회의는 물론 향후엔 실제 생산시설 역시 온라인으로 

구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생산 시스템의 국제화가 촉

진되며 기업은 생산시설과 인력 등을 프로젝트 단위로 보다

폭넓게 아웃소싱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

되는 주문형(on-demand) 서비스 확산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증

가할 것이고, 개인은 서비스와 제품 공급자로서 손쉽게 시장

에 참가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디자인, IT 개발, 번역 등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

는 프리랜서 인력의 비중이 이미 전체 노동자의 35%를 차지

할 정도다. 따라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경제활동 지속

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플랫폼 노동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인적 구조에 맞게 실행이 필요한 시사

점을 제시한다.
1인 미디어 창업, 유튜브 등의 등장은 플랫폼을 기반한 일

자리로 이어지고 있어 인적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미

디어 콘텐츠 활용 교육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업

에 대한 경험과 경제력의 정도가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결과 확인되어 경력 단절이 없도록 

정책지원도 해야 하는 시사점도 제시한다.
가족의 다양한 지지는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족관

계가 필요하며, 성공한 롤 모델과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

해 퇴직 이후에도 친목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도 제시한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표본 수 382명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 지속을 

원하는 모든 사람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표본 수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본의 일반적 특성 <표 2>에 따르면 30대를 포함한 

40세 이하가 18.8%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율이 낮은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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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령층의 비율이 전체 연령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 계층별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디지털 

역량과 개인적 역량이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역량 중 미디어 콘텐츠 활용 역량과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앞으로도 이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기각

된 가설의 기각 이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
넷째, 디지털 역량의 하위 변수로 미디어 콘텐츠 활용 역량

을 사용하였는데 종류별 세분화한 미디어 콘텐츠 변수를 다

수의 하위 변수로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후속 연구

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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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Impact of Digital Capability and Personal Ability on the

Intent to Continue Economic Activity : Focused on the Adjustment

Effect of the Role Model

Kim, Sang Jin*

Ha, Kyu Soo**

Abstract

The rapidly changing social structure of the digital environment i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activities. That is also an 
important issue for Individuals who want to sustain economic activities and countries that support policies.

Non-face-to-face industries have been revitalized due to the problem of human capital utilization attributed to aging population, the real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Corona 19, contraction of face-to-face economic activities, reduction of employment, and job instability. 
Accordingly, digital media contents based economic activities have become commonplace, and the government's main policy issue is to 
use human capital effectively for media contents based economic activities. Adapt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has become a necessity, 
not a choice, for those who wish to continue to be in employmen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digital and individual abilities on intention to sustain the economic activity and verified 
the modulation effect of the role model.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men and 
women aged 20 to 80 nationwide, and 382 of the 385 collected questionaires were analyzed. The SPSS 23.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is study, and the questionaire questions were measured using the Likert 5-point sca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ability to utilize media contents in digital capacity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intention to 
sustain economic activity, and that the higher the ability to utilize the latest digital media contents such as SNS, the more likely the 
intention to sustain economic activity.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financial strength of individuals' abilities was affected by the 
negative impact, and that the experiences were affected by positive(+) impact on the intention to sustain economic activity. Thirdly, the 
social environment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sustain economic activity. Fourth, it was found that family support 
amongst social support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intention to sustain economic activity, and that various emotional support for 
families has increased intention to sustain economic activity. Fifth, the role model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economic 
sustainability, while the ability to utilize media content and family support played a modulating role on economic sustainability. 

Therefore,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for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digital media content based digital education and human structure in order to sustain economic activities.

 Keywords: digital capability, personal ability, social environments, social support, role model, intent to sustain economic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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