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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부산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령층 정보화수준이 노인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노인들의 정보화 수준과 생활 만족도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부산지역의 전체 구 중 3곳(해운대구, 동래구, 부산진구)을 조사하여 조사

가 완료된 402명 중 분석변수에 결측치가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 275명을

대상으로 SAS 8.2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노인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보화 관련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각

관련요인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를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고, 요인

간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Logistic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노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단변량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배우자 유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고, 정보화 관련 특성에서는 컴퓨터 이용능력, 인터넷 이용능

력, 정보화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노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 결과

다른 변수를 보정하지 않고 정보화 수준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만을 분석

한 모형 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정보화 관련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

성을 추가한 모형 2,3에서는 정보화 수준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상관성은

없었고, 교육수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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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에 대한 접근 측면에서는 정보격차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

나, 역량과 활용측면에서는 고령층의 정보격차가 여전히 높으며 여러 변수

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접근성

위주가 아닌 노인의 특성과 상황을 파악하여 정보이용 능력 배양과 노인

생활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과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고려와 지원이 필요함을 말한다. 비록 현 시점에서 노인들의 정

보화 비율은 낮지만, 노인 정보화교육 강화, 노인에 필요한 맞춤형 인터넷

콘텐츠 개발 보급, 노인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보화 프로젝트 지속 개

발 지원 등 기타 노인정보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등을 통해 고령층의 정

보화 격차 해소 및 정보화 수준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정보접근 격차 발

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노인 정보화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고령

층의 경제, 사회 활동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문제, 역할 상실에 따른 무력감,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소외와 외로움 문제, 수입 감소에 따른 빈곤문제 등의 해

결 뿐 아니라 세대간의 분리를 넘어서서 젊은 세대와의 유대강화 및 적극

적인 정치·사회활동 등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역할부여를 통한 노인 일자

리 창출 등에 이바지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최근까지 이루어졌던 정보화에 대한 태도나 의향이 아

닌 실제적인 이용능력의 측정을 통한 정보화 수준이 노인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탐구함을 통해 실제적이고, 생산적인 정보 활용을 통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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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및 정보화 정책에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정

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노인 생활만족도, 고령층 정보화 수준, 정보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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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지속되어 온 출산율 저하 현상이 맞물리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총 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급감, 취업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

성 및 경제성장률 저하, 의료 및 사회보장 등의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

로 인한 공공 재정적자의 확대, 빈곤·질병·소외 등의 노인문제 증가, 다양

한 영역에서의 세대 간 양극화로 인한 갈등 심화 등 사회의 고령화를 둘

러싼 각종 문제점들이 대두하고 있다(유승흠, 200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7).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여 UN이 지정한 고령화사회1)(aging society) 기준인 7%대를 넘어

섰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

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겨우 18년으

1)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란 전체인구에 대비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태로 65세 이상

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7%인 사회를 일컬으며, 노인인구 비율이 14%가 되면 이를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한다(김혜경,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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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69년, 영국 45년, 중국과 일본이 26년

걸린 것과 비교해 보아도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이행을 대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통계청, 2007; 유승흠,

2007). 또한 특징적으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높은 80세

이상 후기노인(old-old)의 수가 65∼79세의 전기노인(young-old)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노년층의 고령화(aging of the aged) 현상을 보이고 있는

데, 2000년에 전체인구의 1.0%를 차지하는 후기노인의 분율이 2019년에는

3.4%, 2026년에는 4.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유년층인

구(0∼14세)는 감소하여 고령화지수2)가 43.3%(2004년)에서 186.6% (2030

년)로 증가될 전망이다(양재모의 보건학, 2005).

특히 부산은 2007년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 중 고령인구 비

율이 전국 최고인 9.6%에 달하고 있다. 2008년 7월 현재 부산의 65세 이

상 인구는 35만 9천명으로 총 인구의 10.3%를 차지해 부산인구 10명당 1

명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유년층 인구는 줄고, 의료수준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2002년에 7.0%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2007년 9.7%,

2014년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21년에는 20.1%의 초고령사

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부산에 근접해 있는 울산광역시는 고령인구 비

율이 5.9%로 부산과는 수치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부산·

울산 고령자 통계, 2008;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2007).

2) 고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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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깨닫고 단계적으로 대응해온 선진

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다. 고령화가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성장력 둔화를 가져오는 매커니즘의 완화 없이는 지속 가

능한 성장도 없다는 위기의식은 고령사회나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

의 공통된 모습이나 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조기

퇴직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일

보, 2006).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경제성장률 둔화, 노인부양에 대한 국민

부담 가중, 노인복지 체제의 혼란 등 위협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또한 노화에 따른 건강문제, 역

할 상실에 따른 무력감,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소외문제, 수입 감소에 따

른 빈곤문제, 그리고 노인층에 대한 경제적 부양에 따른 젊은 세대와 갈

등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년기는 신체적인 노화현상, 은퇴로 인한 경제적 빈곤상태, 가

정과 사회, 직장으로부터의 역할 상실, 이에 따른 사회관계 약화와 배우자

사별, 친구관계의 축소로 인한 고독이라는 보편적 특수성이 있는 시기임

을 인식해야 한다(서경석, 2008). 특수성을 지닌 노인이 겪게 되는 질병,

빈곤, 역할상실, 고독의 노인의 4고(苦)에서 노인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는 외로움이다. 시간은 남아도는데 할 일은 없고 혼자서 쓸쓸한 노년을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노인들의 건강유지에 가장 큰 적임을 볼 때 컴퓨터

가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 4 -

또한 정보화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 수 있으며, 사

회적 존재가치의 인식 및 역할 상실감 극복 등 건전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현 시점에서 노인들의 정보화 비율은 낮지만, 앞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장기화된다는 점은

노인 계층에게 컴퓨터 교육에 대한 매우 강한 유발요인이 될 것이다(서혜

경, 2004).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를 기준으로 인터넷 이용 이전 대비

이용 이후의 일상활동별 변화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비교한 연구(한국정

보문화진흥원, 2009)에서와 같이 인터넷의 사용은 정보·자료의 습득 뿐 아

니라, 여가와 취미 활동의 기회 및 뉴스 습득, 타인과의 관계 형성, 교육·

학습의 기회, 사회적 의견 개진 등을 넘어서 노인의 건강문제, 역할 상실

에 따른 무력감,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소외와 외로움 문제, 수입 감소에

따른 빈곤문제 등의 해결 뿐 아니라 세대간의 분리를 넘어서서 젊은 세대

와의 유대강화 및 적극적인 정치·사회활동 등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역할

부여를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방향은 고령화와 정보화 관련 연구가 일반적인 노

인 정보화 현황에 대한 기술이나 정책중심의 연구에 치중하거나 고령층

정보화에 대한 태도나 의향으로의 접근을 연구하는 분야에 제한되어 있어

서 노인들의 정보화 수준이 과연 노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연구가 매우 부족하였으며 특히 노인생활만족도

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정보화가 생활만족

도에 미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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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단순히 정보화에 대한 태도나 의향이 아닌 실제적인 이용능력의

측정을 통해 정보화 수준이 노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에도 적절한 것이다. 노인계층이 처한 자체 특성으로 인한 이

중 정보격차 문제의 심각함을 제대로 파악하여 접근성 위주가 아닌 정보

이용 능력 배양과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실제적이고 구체

적인 교육 및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고려와 실질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사회에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정보화 수준이 노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의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부산에 대

한 정보화 실태를 파악하고, 고령층 정보화 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와 관계를 분석하여, 고령층의 정보화 정책에 대한 시론적인 제안을 하고

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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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정보화 사회에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정보

화 수준이 노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부

산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령층 정보화수준이 노인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의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부산지역의

고령층 정보화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고령층의 정보화 수준이 노인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한다.

셋째, 노인들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라 노인 생활만족도에 차이

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넷째,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령층의 정보화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시론적으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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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990 1998 2000 2008 2010 2018 2026

총인구(N) 38,124 42,869 46,287 47,008 48,607 48,875 49,340 49,039

65세이상(N) 1,456 2,195 3,069 3,395 5,016 5,357 7,075 10,218

구성비(%) 3.8 5.1 6.6 7.2 10.3 11.0 14.3 20.8

Ⅱ. 이론적 배경

1. 고령층 현황 및 정보화 수준

가. 노인인구추계

5년 단위로 실시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여 UN

이 지정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기준인 7%대를 넘어섰으며, 2018년

에는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표 1).

표 1. 65세 이상 인구 및 구성비

 (단위 : 천명)

자료: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2008)

2008년(7월 1일 현재)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10년전(1998년) 6.6%에 비해 3.7%가 증가하였다(표 2).



- 8 -

표 2.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단위 : 천명)

1978 1988 1998 2008 2018 2028 2030

총인구 36,969 42,031 46,287 48,607 49,340 48,866 48,635

0-14세(N) 13,116 11,487 10,092 8,458 6,286 5,620 5,525

구성비(%) 35.5 27.3 21.8 17.4 12.7 11.5 11.4

15-64세(N) 22,496 28,582 33,126 35,133 35,979 32,181 31,299

구성비(%) 60.9 68.0 71.6 72.3 72.9 65.9 64.4

65세이상(N) 1,357 1,962 3,069 5,016 7,075 11,065 11,811

구성비(%) 3.7 4.7 6.6 10.3 14.3 22.6 24.3

자료: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2008)

2008년의 고령화 지수는 69.2로 0세에서 14세 유년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가 69.2명이며, 10년 전(26.8명)에 비해 42.4명 증가하였고, 향후 10년

후에는 161.2명으로 92.0명 증가할 것이며, 2013년에는 고령화 지수가

108.9로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세에서 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이상 인구의 비율은 노년부양비는 2008년

현재 14.3%로 10년전(1998년) 9.3%에 비해 5.0% 증가한 추세이며 생산가

능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15세에서 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이상 인구

의 비율은 노년부양비는 2008년 현재 13.7%로 10년전 7.2%에 비해 6.5%

증가한 추세이며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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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노년 부양비 및 고령화 지수

(단위 : 명)

1978 1988 1998 2008 2018 2028 2030

부산

•고령화지수1) 6.5 11.2 26.8 69.2 161.2 297.6 322.1 

•노년부양비2) 3.4 4.4 7.2 13.7 23.6 44.8 48.6 

•노인1명당 생산가능
인구3) 29.2 22.8 13.9 7.3 4.2 2.2 2.1 

전국

•고령화지수 10.3 17.1 30.4 59.3 112.5 196.9 213.8 

•노년부양비 6.0 6.9 9.3 14.3 19.7 34.4 37.7 

•노인1명당 생산가능
인구

16.5 14.5 10.8 7.0 5.1 2.9 2.7 

자료: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2008)

주 : 1)고령화지수 = (65세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2)노년부양비 = (65세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3)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이상 인구)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2007년 12월 31일 현재 부산

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9.6%로 전국의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의 시·도 중 9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저출산으로 유년층 인구는 줄고, 의료수준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

지면서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2002년에 7.0%

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2007년 9.7%, 2014년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21년에는 20.1%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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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도별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 및 증감률

(단위 : 천명)

1997 2007
65세이상

인구증감률
(%)

전체
(N)

65세이상
인구
(N)

65세이상
인구비율

(%)

전체
(N)

65세이상
인구
(N)

65세이상
인구비율

(%)

전국 46,684 2,893 6.2 49,269 4,861 9.9 68.0 

서울 10,336 484 4.7 10,193 845 8.3 74.6 

부산 3,851 195 5.1 3,587 345 9.6 77.2 

대구 2,488 125 5.0 2,493 221 8.9 76.2 

인천 2,446 117 4.8 2,665 205 7.7 75.1 

광주 1,324 67 5.0 1,413 114 8.1 70.6 

대전 1,318 64 4.9 1,476 114 7.7 78.0 

울산 1,010 36 3.5 1,100 66 6.0 85.9 

경기 8,471 433 5.1 11,106 871 7.8 101.3 

강원 1,537 127 8.3 1,504 202 13.4 59.1 

충북 1,471 118 8.0 1,507 186 12.4 57.8 

충남 1,897 186 9.8 1,996 286 14.3 53.2 

전북 2,002 182 9.1 1,862 267 14.3 46.8 

전남 2,163 226 10.4 1,930 333 17.2 47.3 

경북 2,799 267 9.5 2,681 391 14.6 46.5 

경남 3,044 231 7.6 3,197 355 11.1 53.6 

제주 528 37 6.9 559 62 11.0 68.9 
       자료 : 각시도, 주민등록인구 통계, 각년도 연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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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터넷 이용률 (%) 전년대비

증감폭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전체 국민 65.5 70.2 72.8 74.8 76.3 1.5증가

장노년층 13.0 19.3 22.5 28.3 34.1 5.8증가

격차(%) 52.5 50.9 50.3 46.5 42.2 4.3감소

나. 노인 정보화 현황

2007년 말 기준,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34.1%로 전년

대비 5.8%가 증가하였으나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인 76.3%보다 42.2%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장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과의 격차는 감소 추세에 있다(표 5).

표 5. 장노년층 인터넷 이용률

주: 전체 국민은 NIDA의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03년~`06년)기준

자료: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

장노년층내 인터넷 이용률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저조하며, 정보화교

육 정책대상인 55-59세 집단의 인터넷 이용률은 53.5%로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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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세 60세 이상 50세 이상 55세 이상

‘07년 ‘08년 ‘07년 ‘08년 ‘07년 ‘08년 ‘07년 ‘08년

51.7 53.5 18.7 20.0 34.1 35.6 24.5 26.4

표 6. 장노년층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률

자료: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

연령 기준, 정보선도계층인 20대와 정보취약계층인 50대 이상 장노년층

간 부문별 정보격차 지수가 접근·역량·활용측면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매

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보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격차지수 감소폭은 접근 부문(1.7점 감소), 역량 부문(1.2점

감소), 질적 활용 부문(1.2점 감소), 양적 활용 부문(1.1점 감소)의 순으로

나타나, 접근 부문에서 20대 대비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정보화 수준이 가

장 크게 상승하였다(표 7).

표 7. 20대와 50대 이상 연령층간 정보격차지수 및 일반국민 대비수준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접근 42.9 57.1 34.2 65.8 24.4 75.6 18.8 81.2 17.1 82.9 

역량 89.7 10.3 85.3 14.7 79.4 20.6 79.1 20.9 77.9 22.1 

양적 활용 82.3 17.7 76.0 24.0 69.5 30.5 68.2 31.8 67.1 32.9 

질적 활용 87.5 12.5 80.5 19.5 73.3 26.7 73.6 26.4 72.4 27.6 

종합 70.6 29.4 62.5 37.5 54.7 45.3 52.4 47.6 51.2 48.8 

       

※ 격차지수 = 20대 정보화수준(100으로 가정) - 20대(100) 대비 50대 이상의 정보화수준

※ 대비수준은 20대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20대 대비 50대 이상의 정보화수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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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역량·활용측면에서 고령층과 일반국민과의 정보격차가 점차 감소

하고 있으나, 역량과 활용측면에서 고령층의 정보격차는 여전히 높은 상황

이다. 일반국민 정보화 수준(100으로 가정)에서 일반국민 대비 고령층의 정

보화 수준을 차감한 고령층의 종합 격차지수는 `04년 55.0점, `05년 46.7점,

`06년 38.0점, `07년 34.1점, `08년 32.0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접근 측

면에서는 `08년 기준 일반국민 대비 89.7%까지 상승한데 비해 정보이용능

력을 반영하는 역량측면에서는 45.7%, 양적활용과 질적활용 측면에서는 일

반국민 대비 54.4%, 50.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1, 표 8).

70.4

46.7

65.8
57.8 62.3

38.0

19.8

57.1
49.7 53.6

34.1

13.5

47.2 52.055.0

36.3

72.5
65.8

29.0

55.5
45.6

54.3 49.9

10.3

32.0

종합 접근 역량 양적 활용 질적 활용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그림 1. 정보격차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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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년대비

격차지수

감소폭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격차

지수

대비

수준

접근 36.3 63.7 29.0 71.0 19.8 80.2 13.5 86.5 10.3 89.7 3.2감소

역량 72.5 27.5 65.8 35.2 57.1 42.9 55.5 44.5 54.3 45.7 1.2감소

  활용 66.9 33.1 59.0 41.0 50.8 49.2 48.6 51.4 46.9 53.1 1.7감소

양적 활용   65.8 34.2 57.8 42.2 49.7 50.3 47.2 52.8 45.6 54.4 1.6감소

질적 활용 70.4 29.6 62.3 37.7 53.6 46.4 52.0 48.0 49.9 50.1 2.1감소

종합 55.0 45.0 46.7 53.3 38.0 62.0 34.1 65.9 32.0 68.0 2.1감소

표 8. 정보격차지수

주: 1) 격차지수 = 일반국민 정보화수준(100으로 가정) - 일반국민(100) 대비 장노년층의 정보화수준

    2) 대비수준은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장노년층의 정보화수준을 의

미

자료: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

인터넷 이용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 이전 대비 이용 이후의 일상활동

별 변화정도 측정결과,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6개 부문의 활동 정도가 인

터넷 이용 이전보다 이후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이 취약계

층의 일상활동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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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61.9

37.1

34.2

82.4

30.2

여가/취미 활동기회

뉴스 습득

교육/학습 기회

타인과 관계형성

정보/자료 습득

사회적 의견개진

※ 수치는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이용 이전에 비해 이용 이후에 증가한 활동 수준을 의미함 

그림 2. 인터넷 이용 이전 대비 이후의 부문별 증가 수준(%)

4개 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장노년층·농어민) 중 장노년층의 경우,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정보/자료의 검색·습득 정도가 인터넷 이용 이전에

비해 81.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타 부문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하였

다. 그 다음으로는 여가/취미 활동기회(65.8%), 뉴스나 새로운 소식의 습득

(58.6%), 교육/학습 활동의 기회(29.3%),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형성

(28.0%), 사회이슈에 대한 의견개진(26.7%) 등의 순으로 활동 정도 증가

수준이 크게 나타났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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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취약계층별 인터넷 이용 이전 대비 이후의 증가 수준(%)

구 분
취약계층 취약계층

평균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사회적 의견개진 37.3 32.9 25.8 26.7 30.2

정보/자료 습득 85.0 95.1 67.9 81.7 82.4

타인과 관계형성 38.2 42.3 29.1 28.0 34.2

교육/학습 기회 42.9 50.1 26.1 29.3 37.1

뉴스 습득 68.8 63.7 56.6 58.6 61.9

여가/취미 활동기회 72.1 83.5 60.3 65.8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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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층의 정보화 격차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

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정보 사회에 대한 노인들의 대응

능력은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다(최두진, 2008).

우리나라 50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이 34.1%에 머무는 등 고령

층의 정보화 소외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최두진, 2008). 이는 전

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인 76.3%에 비해 42.2% 낮은 수준이며, 10대 이

하 저연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인 98.5%에 비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다(김정언 등, 2007).

현재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노인들 대다수는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이

루어지기 이전의 세대로서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던 대상이다(김혜

경, 2002).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학습과 기술적인 훈련 과

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직장에서 컴퓨터가

매개된 업무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았으며, 정규 교육과정에서 정보화 교육

을 받지 못했다3).

1990년대 후반 국가 주도의 정보화 촉진 정책에 따라 국내에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이 매우 빠르게 전개되면서, 이러한 흐름에 편승

3) 우리나라의 정보화교육은 1970년대 초 몇몇 상업계 고등학교의 전산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으로 시발되었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초·중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이 시작된 것은 80년대 

후반부터이며, 1988년에 개정한 5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990,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

화 교육이 시작되었다(이창우,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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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개인이나 집단의 정보화 격차가 기존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계층간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는 인식에 따라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본격

화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 “정보격차해소

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의거하여 범부처가 참여하여 매

5년 단위의 제 1,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을 각 부처가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최두

진, 2008).4)

또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

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민간분야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황준호, 2008). 농어민의 고령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

국 정보격차가 가장 심한 부문은 고령층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고령층 내에서도 직업별, 소득별, 학력별, 성별 등 개인의 속성에 따라

정보이용 능력과 관심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고령층 중에서도 연령대가 높

아질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령층 내

저학력, 저소득, 비사무직 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김정언, 2007). 그러나 이러한 정보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

4) 제 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은 향후 5년간 약 1조 8천 858억원을 투입해 2005년 

현재 53.3% 수준인 전체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80%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상시적 정보격차해소 추진체계 운영, 

정보격차해소 연구센터 설립 등을 통해 환경변화에 즉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정보격

차 발생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정보격차의 해소를 통한 사회문제

의 해결(소득창출, 사회참여) 및 정부주도 사업에서의 민간협력체계구축을 통해 상호연계를 통한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정통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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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며, 이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컨텐츠 개발이나, 교재 개발, 전문 강

사 육성에는 다소 소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화 교육의 질적

차이는 결국 정보격차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정보 불평등을 재생

산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노원석, 2004).

미국에서 조사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인 연령에 따른 컴퓨터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영역별 분석에서는

연령별 차이를 보였는데, 컴퓨터 사용에 대한 편안함이나 효율성, 그리고

통제력에 있어서 노년층이 젊은층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컴퓨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Czaja et al, 1998).

영국 노인들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Morris 등(2007)의 연구결과에 의하

면 많은 노인들이 IT 기술의 결핍 및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컴퓨터나 인

터넷이 주는 이점을 간과하고 있었으며, 연령에 따른 정보격차가 현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육 후 나타나는 인식변화와 정보격차 해소

를 통해 컴퓨터나 인터넷의 실질적인 사용을 위한 단계로써 교육의 중요성

을 말하고 있다.

Jeremy 등(2006)은 빠른 인터넷 접속 환경, 인터넷 사용 기간, 주당 인

터넷 사용 시간, 웹 활용 등의 4개 분야에 따른 노인의 인식 태도와 인터

넷 사용과의 관계를 분석을 통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고령층 정보 격차와

정보 불평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교육이 실질적으로 기술 향상 뿐 아니라

높은 인식 태도의 결과를 가져온다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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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Mellon 등(2002)에 의하면 미국 정부에서 시행한 시니어 프로그램을

통한 일상생활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어 성공적인 노후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노인들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Bradley 등(2003)의 연구에서도 교육을 통한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거동

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고립 및 정보격차 수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

뿐 아니라 건강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현 시점에서 노인들의 정보화

비율은 낮지만 노인계층이 처한 정보격차 문제의 심각함을 제대로 파악하

여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세대간의 이질감과 심리적 격차를 해소시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

공해 주는 점 등을 교육한다면 비록 노인들이 컴퓨터를 배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보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신기술을 배우려는 노인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안미리, 2001; 구자순, 2002; 서혜경, 2004). 인

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인터넷이라는 자연적인 혁명은 거대한 변혁

을 이루어내 이제는 결코 일상생활에서 배제할 수 없는 요인이 된 만큼

(Samuel, 2002),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은 사회적 고립 감소 및 역할부여,

삶의 질 향상 등으로 노인계층에게 컴퓨터 교육 및 인터넷 사용에 대한

매우 강한 유인요인이 될 것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 등의 정보화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사회 전반에 가져온 놀라운 혜택과 긍정적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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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근본적으로 정보화 시대에 참여

할 수 있는 수단인 새로운 정보매체를 소유 혹은 활용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에 야기되는 불균형과 불평등과 같은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김혜경, 2004).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적인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지식정보화의 전면화 단계에 와

있지만, 정보소외계층은 정보접근의 기회뿐만 아니라 정보 활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더 취약해 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남길우, 2006). 특히 고령층이 가지고 있는 자체 특성 때문에 이중 정

보격차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우선적으로 노인 개개인

의 특성별로 세분화되고, 정보활용 수준에 따른 단계적 교육이 필요함을

말하며(한광식, 2006), 또한 이는 정보소외계층이 정보화 사회에 합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고려 및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에

대한 당위성을 시사한다(정현주, 2006).

그 뿐 아니라 국내 고령층 정보화 격차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지난 몇 년간 정부와 민간분야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정보화 촉진 정책과

교육의 결과,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 및 이용여부와 관련된 정보화 격차

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정보의 활용과 적용면에서 질적인 격차가 대두하

고 있다. 정보격차 지수를 보더라도 접근 측면에서는 `08년 기준 일반국민

대비 89.7%까지 상승한데 비해 정보이용능력을 반영하는 역량측면에서는

45.7%, 양적활용과 질적활용 측면에서는 일반국민 대비 54.4%, 50.1%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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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들은 정보매체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충분치 않은 교육기간을 통해서 습득한 인터넷 활용 기술만 가지

고는 취업으로 연결시키기가 어렵고 업무처리등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

태에 도달하지 못한다(양영순, 2004).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옥심(2005)

과 박기권(2004)의 연구에서처럼 노인들이 주체적으로 노년기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학습 기회의 제공 뿐 아니라 활용을 통해 인

생을 완성하는 시기로서의 자리매김을 도울 노인 교육이 필수적이라 하겠

다.

그러나 위의 많은 연구결과들은 고령층 정보화에 대한 태도나 의향으로

만 접근했을 뿐 컴퓨터 이용능력이나 인터넷 이용능력과 같은 실질적인 정

보화 수준을 가지고 한 연구는 없었다. 더구나 노인들의 정보화 수준이 과

연 노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이 수립되기 전에는 노인층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적었

으므로 실질적인 이용능력 보다는 정보화 수용 태도를 가지고 연구했다면

이제는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인구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능력을 측정하여 그것이 노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에도 적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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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화와 생활만족도

비록 정보화 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시도는 없

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보화에 대한 태도나 의향에 대한 연구, 인터

넷이나 컴퓨터 사용이 노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외의 연구들에서도 노인들의 인터넷 사용이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

및 역할 상실 등 노인 삶에 있어서의 적응과정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실

제로 자긍심 향상과 더불어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손연기, 1998; White et al, 1999; 신수

영, 2000; 홍명신, 2003; Bolin et al, 2003; 양영순, 2004; Blit-Cohen et al.,

2004; Karavidas et al, 2005; Xie, 2007; Sum et al, 2008). 또한 인터넷의

사용은 정보나 자료의 검색·습득 뿐 아니라 여가, 취미 활동기회, 뉴스나

새로운 소식의 습득, 교육, 학습 활동의 기회,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형성, 사회이슈에 대한 의견개진을 가능하게 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노인들이 은퇴 후 겪게 되는 역할상실 및 소외감 등이 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와 맞물려 세대간의 갈등 외에 노인들이 겪는 혼란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양영순, 2004). 그러나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제한영

역을 인터넷 활용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으며(손연기, 1998), 인터넷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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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고, 노인

들의 소외감과 고독감의 해소, 노인취업의 활성화,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신수영, 2000).

인터넷의 활용은 단순한 정보검색에서부터 사이버공동체 참여를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형성까지 노인기의 발달과정에서 쇠퇴해지고 있는 신체

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들을 예방하거나 보완 및 대체함으로써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김봉화, 2006).

하지만 노인들의 정보 활용의 수준과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 어떤 유

형의 정보를 활용하는지 그 유형에 따라 노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라 할

수 있는 생활만족도는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중국 노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Xie(2007)

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처음 시행된 전국 규모의 인터넷 사용 조사를

통해 1997년의 62만명 인터넷 사용자가 2005년에는 10,300만명으로 166배

급성장했고,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특히 노인에 있어서는 인터넷 학습과 사용은 은퇴 후의 시기를 더욱 의미

있게 했으며 노인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다. 그러

나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

히 인터넷 사용의 부분만을 연구하는 것은 더 이상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

다.

White 등(1999)의 연구에 의하면 고령층이 컴퓨터를 배우는데 비록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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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이 들지만 인터넷은 무수한 컨텐츠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은퇴 이

후의 노인들에게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

공하며, 교육을 잘 받은 노인들의 경우 컴퓨터에 관한 관심이 더 많고 활

용도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신적 건강의 향상 및 노인 생활만족을 향상

시켜 성공적인 노후를 도울 것이라 말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은퇴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Karavidas 등(2005)의 연구에서도 컴퓨터 사용

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을 저하시켜 생활의 만족

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성공적인 노후를 도울 수 있는 정보

활용 측면에서 볼 때 정보의 활용 여부와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정보화 수준 파악을 통해 어떤 정보가 더욱 유익하고 생활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정보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노인의 정보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Blit-Cohen 등(2004)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에게 있어 컴퓨터의 중요성

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사이버 공간의 활용은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게 하였고, 과거와 미래

의 길잡이가 됨을 말하였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인터넷 사용은 컴퓨터 사

용에 대한 기술 향상 뿐 아니라 노인의 외로움도 감소시키고, 더 넓은 사

회로의 참여를 가능케 하여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 강화 및

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Bolin et al, 2003; Sum

et al, 2008).

그러나 위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들은 단순히 컴퓨터나 인



- 26 -

터넷의 사용이 아닌 활용 부분으로만 이어지고 있을 뿐 학습의 차이나 정

보화 수준의 차이 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최근까지의 방향은 고령화와 정보화 관련 연구가 일반적인 노인 정보

화 현황에 대한 기술이나 정책중심의 연구에 치중하거나 고령층 정보화에

대한 태도나 의향으로의 접근을 연구하는 분야에 제한되어 있어서 노인들

의 정보화 수준이 과연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연구가 매우 부족하였으며 특히 노인 생활만족도에 있

어서도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정보화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제는 단순히 정보화에 대한 태도나 의향이 아닌 실제적인 이용능력의

측정을 통해 정보화 수준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

는 것이 시대적 상황에도 적절한 것이다. 노인계층이 처한 자체 특성으로

인한 이중 정보격차 문제의 심각함을 제대로 파악하여 접근성 위주가 아

닌 정보이용 능력 배양과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실제적이

고 구체적인 교육 및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고려와 실질적 지원 또한 필요

하다.

이는 고령층 정보화 정책이 접근성 위주보다는 정보이용 능력 배양과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실제적이고, 생산적인 정보활용 중

심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에 대한 단

순한 접근, 행동 및 태도가 아닌 실질적인 정보이용능력을 통한 정보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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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가지고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보 유형에 따른 활용정도는 앞으로 노인의 정보화 정책에 구

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정보 접근이나 이용 같은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고령층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규정과 촉진, 정

책적 지원 및 연구를 통해 정보이용자들의 질적 차이와 정보화의 성과를

고려하는 정보화 수준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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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부산지역 노인5)들을 대상으로 고령층 정보화수준이 노인생

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의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부산지역

의 고령층 정보화 실태를 파악하였다. 정보화 실태는 컴퓨터 보유현황, 보

유기종, 컴퓨터 이용 유무 및 이용 능력, 인터넷 이용 유무 및 이용 능력,

인터넷 이용 유형 및 빈도, 인터넷 서비스 이용 현황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다음 컴퓨터 이용능력과 인터넷 이용능력을 정보화수준으로 개념화하고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노인 생활만족도에 대한 척도를 사용하여 20

문항의 노인 생활만족도 항목을 조사하고, 그 중 현재의 생활만족도를 조

사한 7~14번 문항의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이상을 만족군으로, 나

머지를 불만족군으로 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보화 수준에 따

른 노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고(모형 1), 정보화 특성에 해당하는

변수를 추가한 경우(모형 2), 사회·경제적 특성을 포함하여 전체변수를 독

립변수로 선택한 경우(모형 3)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5) 노인(老人)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고령(高齡)은 “늙은이로서 썩 많은 나이 또는 그런 나이가 

된 사람”으로 정의 된다. 이러한 정의는 개인 단위의 생물학적인 현상에 대한 것으로, 인구집단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의미로는 고령화(高齡化), 즉 “한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은 상태로 

나타나는 일‘이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 

go.kr/08_new/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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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인들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유형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의 차

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인 정보화정책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

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의 틀을 간략히 제시해 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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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과 자료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거쳐 구조화된 설문지를 토대로 2009년 2월 15일

에서 25일까지 40명을 대상으로 Pilot Test를 실시하여 최종 설문지가 완

성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시작하였다.

분석 자료는 2009년 3월 1일부터 2009년 3월 20일까지 조사한 ‘노인들

의 정보화 수준과 생활 만족도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표본의 대

표성 확보에 있어 집락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부산지역의 전체 구 중 3곳

(해운대구, 동래구, 부산진구)을 먼저 선정한 다음, 각 구에 소재한 노인종

합복지관과 노인생활과학연구소 등 노인관련기관을 임의로 2~3곳씩 선정하

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402명 중 분석변수에 결측치가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 275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전체적인 신뢰도는 Cronbach`s α=0.9178

의 신뢰도계수를 나타내었다. 종속변수인 노인 생활만족도 7~14항목간의

신뢰도계수는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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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Cronbach`s α

문항7(살맛이 난다.) 0.9062

문항8(세상사가 좋게 느껴진다.) 0.9078

문항9(요즘이 가장 즐거운 때이다.) 0.9056

문항10(현재 생활방식에 만족한다.) 0.9065

문항11(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0.9124

문항12(매사가 짜증스럽고 귀찮다.) 0.9117

문항13(기쁜일보다 슬픈일이 많다.) 0.9113

문항14(화나는 일이 점점 많다.) 0.9100

표 10. 종속변수인 노인 생활만족도의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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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최성재 교수가 1986년에 개발하고 다수의 선행연

구에서 검증된 노인 생활만족도로서 부록과 같이 20개 문항을 통해 측정되

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

렇다‘, 5점 ’매우 그렇다‘ 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현재의 생활만족

도를 조사한 7∼14번 문항의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노인 생활 만족도를 분

석하였으며, 평균점수 이상을 만족군으로, 나머지를 불만족군으로 분류하였

다.

나. 독립변수

대상자의 특성을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보화 관련 특성으로 분류하였으

며 특성에 따른 변수와 그 내용은 표 11에서 제시하였다.

1) 사회·경제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의 4그룹으로

범주화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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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소득수준은 상, 중, 하의 3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건강수준은 건강한 편, 보통, 건강하지 못한편의 3그룹으로 구

분하였고, 배우자 유무는 있다, 없다로 구분하였다. 이는 기존 문헌(송연수,

2003; 박기권, 2004; 양영순, 2004; 정옥심, 2005; 조규범, 2005; 김봉화,

2006)에서 의미있게 지적한 변수를 근거로 하여 분류하였다.

2) 정보화 관련 특성

대상자의 컴퓨터 이용능력은 부록과 같이 8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측정되

었으며, 전혀 사용못함, 1점. 초급, 2점. 중급, 3점. 고급, 4점 까지 응답하도

록 하였다. 합산평균점수를 통해 평균이상을 컴퓨터 이용능력이 있는 군으

로, 그 외를 없는 군으로 분류하였다.

대상자의 인터넷 이용능력은 부록과 같이 9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측정

되었으며, 전혀 사용못함, 1점. 초급, 2점. 중급, 3점. 고급, 4점 까지 응답하

도록 하였다. 합산평균점수를 통해 평균이상을 인터넷 이용능력이 있는 군

으로, 그 외를 없는 군으로 분류하였다.

대상자의 정보화 수준은 부록과 같이 컴퓨터 이용능력 8문항과 인터넷

이용능력 9문항의 합산평균점수를 통해 평균이상을 정보화 수준이 있는 군

으로, 그 외를 정보화 수준이 없는 군으로 분류하였다.

대상자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은 부록과 같이 9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측

정되었으며, 전혀 이용 안함, 1점. 가끔 이용, 2점. 자주 이용, 3점. 매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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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내용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남

여

연령(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교육수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소득수준 하

중

상

건강수준 건강하지 못한 편

보통

건강한 편

배우자유무 있다

없다

 정보화 관련 특성 컴퓨터 이용능력 없음

있음

인터넷 이용능력 없음

있음

정보화수준 낮음

높음

인터넷 서비스 이용 비정규적 이용

정규적 이용

주 이용, 4점 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합산평균점수를 통해 평균이상을 정

규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군으로, 그 외를 비정규적으로 인터넷을 이용

하는 군으로 분류하였다.

표 1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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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AS 8.2를 이용하였으며 자료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시행하여 빈도와 백분율

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사회·경제적 특성, 정보화 관련 특성)에 대한 노인

생활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가적

인 분석으로 T-test와 one 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노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의 선정 방법으로 정보화 수

준 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한 경우(모형 1), 정보화 특성을 추가로 독립변수

로 한 경우(모형 2), 사회·경제적 특성을 합쳐 전체 변수를 독립변수로 선

택한 경우(모형 3)로 나누어 연구를 실시하였고, VIF값을 통해 다중공선성

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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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성별은 남성이 67.3%로 많았고, 연령은

70~74세가 32.0%로 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33.5%, 대학

교 졸업 이상이 24.0%였다. 소득수준은 중으로 응답한 비율이 51.3%였고,

건강수준은 건강한 편이 49.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배우자가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66.9%였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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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분류 빈도 %

성별 남 185 67.3

여 90 32.7

연령(세) 65~69세 80 29.1

70~74세 88 32.0

75~79세 57 20.7

80세 이상 50 18.2

교육수준 무학 32 11.6

초등학교 졸업 49 17.8

중학교 졸업 36 13.1

고등학교 졸업 92 33.5

대학교 졸업 이상 66 24.0

소득수준 하 112 40.7

중 141 51.3

상 22 8.0

건강수준 건강하지 못한 편 61 22.2

보통 78 28.4

건강한 편 136 49.4

배우자유무 있다 184 66.9

없다 91 33.1

표 12.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N=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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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분류 빈도 %

컴퓨터 이용능력 없음 173 62.9

있음 102 37.1

인터넷 이용능력 없음 170 61.8

있음 105 38.2

정보화수준 낮음 165 60.0

(컴퓨터, 인터넷 이용능력) 높음 110 40.0

인터넷 서비스 이용 비정규적 이용 153 55.6

정규적 이용 122 44.4

나. 대상자의 정보화 관련 특성

대상자들의 정보화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대상자 275명 중 컴퓨터 이용능력이 있는 군이 37.1%였고, 인터넷 이용

능력이 있는 군이 38.2%였다. 정보화 수준은 높다고 응답한 군이 40.0%였

고, 인터넷 서비스를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군은 44.4%였다.

표 13. 대상자의 정보화 관련 특성

                                                                  N=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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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분류 빈도 %

컴퓨터 보유현황 있음 202 73.5

없음  73 26.5

컴퓨터 기종 팬티엄 Ⅰ이하   3  1.5

팬티엄 Ⅱ 급  14  6.8

팬티엄 Ⅲ 급  19  9.3

팬티엄 Ⅳ 급 이상  73 35.6

잘 모름  96 46.8

컴퓨터 이용 유무 이용 167 61.0

이용하지 않음 108 39.0

컴퓨터 이용 능력 있음 102 37.1

없음 173 62.9

인터넷 이용 유무 이용 164 60.0

이용하지 않음 111 40.0

인터넷 이용 유형 및 빈도 정규적 이용 122 44.4

비정규적 이용 153 55.6

인터넷 이용 능력 있음 105 38.2

없음 170 61.8

2. 부산지역 노인들의 정보화 실태 결과

부산지역 노인들의 정보화 실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노인이 73.5%였으나 컴퓨터 기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노인이 46.8%로 많았고, 팬티엄 Ⅳ급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노

인이 35.6%였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하고 있는 노인은 61.0%였고, 컴퓨터

이용능력이 있는 노인이 37.1%였다.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60.0%였고, 인터넷을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노인이 44.4%, 인터넷 이용능력

이 있는 노인이 38.2%였다.

표 14. 부산지역 노인들의 정보화 실태 결과



- 40 -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를 보면 표 15와 같

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바 연령, 교육수

준, 소득수준, 배우자 유무가 노인 생활만족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카이스퀘어 분석과 부가적인 분석으로 부록의 T-test와 one way

ANOVA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인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연령이 증가할수

록 노인 생활만족도가 점차 감소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3). 교육수준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를 비교하면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에 비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에서 노인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소득수준

이 높을수록 노인 생활만족도가 점차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40). 건강수준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를 비교하면 건강하지 못

한편에 비해 보통, 건강한 편 순으로 노인 생활만족도가 점차 증가하였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노인 생활

만족도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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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생활만족도
  χ2 p-value

불만족군 만족군 계

성별
남 108 (39%) 77 (28%) 185 (67%) 0.93 0.405

여 58 (21%) 32 (11%) 90 (32%)

연령(세)

65~69세 39 (14%) 41 (15%) 80 (29%) 13.87 0.003

70~74세 48 (17%) 40 (15%) 88 (32%)

75~79세 42 (15%) 15 (5%) 57 (20%)

80세 이상 37 (13%) 13 (5%) 50 (18%)

교육수준

무학 26 (9%) 6 (2%) 32 (11%) 28.40 <.0001

초등학교 졸업 41 (15%) 8 (3%) 49 (18%)

중학교 졸업 21 (8%) 15 (5%) 36 (13%)

고등학교 졸업 51 (19%) 41 (15%) 92 (34%)

대학교 졸업 이상 27 (10%) 39 (14%) 66 (24%)

소득수준

하 77 (28%) 35 (13%) 112 (41%) 6.44 0.040

중 79 (29%) 62 (22%) 141 (51%)

상 10 (4%) 12 (4%) 22 (8%)

건강수준

건강하지 못한 편 43 (16%) 18 (6%) 61 (22%) 4.83 0.090

보통 49 (18%) 29 (10%) 78 (28%)

건강한 편 74 (27%) 62 (22%) 136 (49%)

배우자

유무

있다 100 (36%) 84 (31%) 184 (67%) 7.67 0.006

없다 66 (24%) 25 (9%) 91 (33%)

계 166  (60%) 109 (40%) 275 (100%)

표 15.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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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화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

대상자의 정보화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를 보면 표 16과 같

다. 정보화 특성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바 컴퓨터 이용유무, 인

터넷 이용유무, 인터넷 이용능력, 정보화 수준, 인터넷 이용유형이 노인 생

활만족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이용유무에 따라 노인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인터넷 이용유무에 따라 노인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인터넷 이용능력에 따라 노인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7).

정보화수준(컴퓨터, 인터넷 이용능력)에 따라 노인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3).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따라 노인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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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생활만족도
 χ2 p-value

불만족군 만족군 계

컴퓨터

이용 유무

이용하지 않음 29 (11%) 78 (29%) 107 (40%) 11.78 0.001

이용 80 (29%) 88 (31%) 168 (60%)

컴퓨터 

이용 능력

없음 110 (40%) 63 (23%) 173 (63%) 1.67 0.155

있음 56 (20%) 46 (17%) 102 (37%)

인터넷 

이용 유무

이용하지 않음 80 (29%) 84 (31%) 164 (60%) 15.84 <.0001

이용 27 (10%) 84 (30%) 111 (40%)

인터넷 

이용 능력

없음 54 (20%) 51 (18%) 105 (38%) 5.67 0.017

있음 112 (41%) 58 (21%) 170 (62%)

정보화수준
낮음 110 (40%) 55 (20%) 165 (60%) 6.21 0.013

높음 56 (20%) 54 (20%) 110 (40%)

인터넷 
서비스 
이용

비정규적 이용 102 (37%) 51 (19%) 153 (56%) 5.15 0.023

정규적 이용 64 (23%) 58 (21%) 122 (44%)

컴퓨터

기종

팬티엄 Ⅰ이하 2 (1%) 1 (0.5%) 3 (1%) 9.12 0.058

팬티엄 Ⅱ급 8 (4%) 6 (3%) 14 (7%)

팬티엄 Ⅲ급 13 (6%) 6 (3%) 19 (9%)

팬티엄 Ⅳ급이상 33 (16%) 40 (20%) 73 (36%)

잘모름 34 (17%) 62 (30%) 96 (47%)

계 166 (60%) 109 (40%) 275 (100%)

표 16. 정보화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



- 44 -

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

대상자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를 보면 표

17과 같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바

기사 및 정보검색 서비스, 인터넷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 글쓰기·동영상

제작 등 블로그 활동, 건강정보 검색 서비스가 노인 생활만족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275명 중 노인 생활만족도의 분포는 표 16과 같고, 만족으로 대답한

군이 109명(40%)으로 나타났고, 불만족으로 대답한 군이 166명(60%)이었

다.

기사 및 정보검색 서비스, 인터넷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 글쓰기, 동

영상 제작 등 블로그 활동을 비정규적으로 이용하는 노인에게서 노인 생활

불만족도가 높았고, 건강정보 검색 서비스를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노인에

게서 노인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전자정부 등 전자행정 서비스, 온라인뱅킹, 쇼핑 등 전자거래서비스, 전

자메일, 온라인 채팅 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바둑, 고스톱 등 온라인 게

임 서비스 등은 노인 생활만족도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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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생활만족도
 χ2

p-

value불만족군 만족군 계

기사 및 정보검색 

서비스

비정규적이용 93 (34%) 40 (14%) 133 (48%) 9.08 0.026

정규적 이용 73 (27%) 69 (25%) 142 (52%)

인터넷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

비정규적 이용 101 (37%) 46 (16%) 147 (53%) 8.46 0.004

정규적 이용 65 (24%) 63 (23%) 128 (47%)

전자정부 등 

전자행정 서비스

비정규적 이용 122 (44%) 73 (27%) 195 (71%) 1.06 0.304

정규적 이용 44 (16%) 36 (13%) 80 (29%)

온라인뱅킹, 쇼핑 등

전자거래서비스

비정규적 이용 125 (45%) 73 (27%) 198 (72%) 1.87 0.172

정규적 이용 41 (15%) 36 (13%) 77 (28%)

전자메일 서비스
비정규적 이용 96 (35%) 51 (19%) 147 (53%) 2.80 0.095

정규적 이용 70 (26%) 58 (21%) 128 (47%)

온라인 채팅 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비정규적 이용 129 (47%) 78 (28%) 207 (75%) 1.03 0.311

정규적 이용 37 (13%) 31 (11%) 68 (25%)

바둑, 고스톱 등 

온라인 게임 서비스

비정규적 이용 120 (44%) 74 (27%) 194 (71%) 0.42 0.517

정규적 이용 46 (17%) 35 (12%) 81 (29%)

글쓰기, 동영상 제작

등 블로그 활동

비정규적 이용 99 (36%) 47 (17%) 146 (53%) 6.56 0.010

정규적 이용 67 (24%) 62 (23%) 129 (47%)

건강정보 검색 서비스
비정규적 이용 105 (38%) 44 (16%) 149 (54%) 12.98 0.000

정규적 이용 61 (22%) 65 (24%) 126 (46%)

계 166 (60%) 109 (40%) 275 (100%)

표 17. 인터넷 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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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모형별

정보화 수준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고(모형 1), 정보

화 특성에 해당하는 변수를 추가한 경우(모형 2), 사회·경제적 특성을 포함

하여 전체변수를 독립변수로 선택한 경우(모형 3)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

였다.

가. 정보화 수준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

모형 1에서 다른 변수를 보정하지 않았을 때, 정보화 수준과 노인 생활

만족도가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표 18).

정보화 수준이 낮은 군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정보화 수준이 높은

군에서 1.93배 노인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9).

나. 정보화 수준 및 정보화 특성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

모형 2에서 정보화 수준 및 정보화 특성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

련성을 보여주고 있다(표 18).

각각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정보화 수준이 높은 군은 낮은 군에 비

해 노인 생활만족도가 3.56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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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체 변수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

모형 3에서 전체변수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

다(표 18). 각각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정보화 수준은 노인 생활만족도

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교육수준은 무학에 비해 대학교 졸업

이상이 6.77배 노인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6).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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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모형 3

Odds 95%신뢰구간 Odds 95%신뢰구간 Odds 95%신뢰구간

Ratio 하한값 상한값
p-

value
Ratio

하한

값
상한값

p-

value
Ratio 하한값 상한값

p-

value

정보화

수준

낮음 1.00 1.00 1.00

높음 1.93 (1.77 , 3.16) 0.009 3.56
(0.80
, 15.86) 0.097 3.34 (0.66 , 16.82) 0.144

컴퓨터

이용능력

없음 1.00 1.00

있음 2.41
(0.84
, 6.88) 0.102 2.48 (0.83 , 7.42) 0.105

인터넷

이용능력

없음 1.00 1.00

있음 1.24
(0.37
, 4.12) 0.722 1.84 (0.52 , 6.51) 0.344

인터넷

서비스

이용

비정규적 1.00 1.00

정규적 1.50
(0.63
, 3.57) 0.362 1.03 (0.40 , 2.64) 0.946

성별
남 1.00

여 1.40 (0.70 , 2.80) 0.338

연령

65~69세 1.00

70~74세 0.99 (0.51 , 1.93) 0.971

75~79세 0.44 (0.20 , 1.00) 0.051

80세 이상 0.82 (0.30 , 2.22) 0.691

교육수준

무학 1.00

초등학교 졸업 0.86 (0.24 , 3.07) 0.818

중학교 졸업 3.24 (0.88 , 12.00) 0.078

고등학교 졸업 3.04 (0.84 , 11.02) 0.091

대학교 졸업 이상 6.77 (1.73 , 26.45) 0.006

소득수준

하 1.00

중 0.97 (0.53 , 1.84) 0.965

상 1.24 (0.44 , 3.53) 0.688

건강수준

건강하지 못한 편 1.00

보통 1.01 (0.44 , 2.30) 0.975

건강한 편 1.01 (0.46 , 2.21) 0.978

배우자

유무

있다 1.00

없다 0.74 (0.36 , 1.50) 0.400

Area under ROC 
(c statistics) 0.579 0.601 0.718

표 18. 노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모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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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본 연구는 부산 일부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노인들의 정보화 수준과 생활 만족도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경

제적 특성 및 정보화 관련 특성에 따른 고령층 정보화수준이 노인 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령층 정보화수준이 노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공식적으로 검증된 고령층 정보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고, 선

행연구가 거의 전무하며 노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그

다지 높지 않았다. 비록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정보화 측정 도구가 없기

는 하지만 문헌고찰을 통해 변수들을 선정하고, 각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

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를 비교하였을 때

단변량 분석에서 연령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연

령이 증가할수록 질병과 생활에서의 불편함이 증가하며, 사회적 관계나 여

가활동, 대인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삶의 여건이 어려워지는 것에서 기인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이영숙 등(1998), 조규범(2005)의 연구

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다변량 분석에서는 65∼69세의 연령에 비

해 75∼79세의 연령에서만 노인 생활만족도가 0.44배 낮았다.

교육수준은 단변량, 다변량 분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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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여유있는 생활을 하므로 만족도 또한 높은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문헌고찰 결과 교육수준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

향과 관련하여서는 비교적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이영숙

등, 1998; 김기태 등, 2000; 송연수, 2003; 양영순, 2004; 조규범, 2005).

소득수준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는 단변량 분석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은 실제 경제상태보다는 은퇴 등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조규범, 2005), 경제적인 빈곤은 노인이 가진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노인들 스스로 경제적 불안정을 심

각한 걱정거리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소득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상대적인

상태가 노인 생활만족도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박

경란, 1988), 이는 노인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경제상태가 중요한 변인으로

직,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송연수, 2003; 박기권, 2004; 김봉화,

2006).

건강상태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는 5% 유의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

지만, 노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조규범(2005)와 박기

권(2004)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건강상태가 나빠질수록 노인의 역할이 독립

적인 것에서 의존적으로 전환되며 여러가지 생활영역에서 영향을 받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는 단변량 분석에서만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는데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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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홀로된 노인보다 정신적 질환이나 자살률, 사망률이

낮으며, 사회심리적 적응도나 사기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조규범, 2005).

정보화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

서는 컴퓨터 이용능력이 노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선행

연구 결과를 볼 때 컴퓨터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컴퓨터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를 보이고(Czaja et al., 1998), 컴퓨터의 소유여부 보다는 이용여부

에 따라 컴퓨터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던 서혜경 등(2004)의 연구가 있었다.

이는 컴퓨터 보유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정책 뿐 아니라 이용률을 높이는

지원정책 필요하고, 더 나아가 정보활용 및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말한다고 하겠다.

인터넷 이용능력이 있는 군에서 노인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인터넷 학습과 활용이 은퇴 후의 시기를 더욱 의미있게 해 노인 생활만

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던 양영순(2004), Xie(2007)의 연구에서와 같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적절한 인

터넷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함을 말한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

을 정규적으로 하는 노인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컴퓨터

이용횟수, 하루 사용시간 등이 정보이용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김

봉화(2006)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정보이용 능력 뿐 아니라 정보활용 및

정보화 수준의 차이에 대한 노인 생활만족도 차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하겠다.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능력을 함께 고려한 정보화 수준이 높은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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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정보화 수준의 차이가 앞으로의 여생

을 정보화 사회에서 보내야 하는 노년 세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생존적이

며, 실생활에 직결되는 생산적인 역할부여까지 이른다고 하겠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만으로도 노인들에게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정신적 건강의 향상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성공

적인 노후를 도울 것이라 말했던 선행연구 결과(White, 1999; McMellon et

al., 2002; Blit-Cohen et al., 2004; Karavidas et al., 2005)에서 더 나아가,

정보화 수준에 대한 제고는 노인의 외로움도 감소시키고, 더 넓은 사회로

의 참여를 가능케 하여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 강화 및 노인

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노인들의 정보화를 적용하여 노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활용

하고, 노인의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보 활용 능력에

따른 단계적 교육 및 다양한 연구와 정책 개발 등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방법상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2009년 조사

시점에서 고령층 정보화수준이 노인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단

면연구이다. 그러므로 관련된 요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기술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향후 같은 대상자를 주기적으로 추적 분석하여 단면 연구

의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부산의 일부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표본의 수

도 제한적이어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전국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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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변수 측정에 있어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 시대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정보화

측정 도구의 개발을 통해 고령층 정보화에 관한 향후 지속적인 학문적, 사

회적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고령층 정보화수

준이 노인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첫 연구로서 고령층 정보화수

준이 노인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표 17에 근거하여 노인에 필요한 맞춤형 인터넷 콘텐츠 개발을 보

급시킨다.

건강정보 검색 서비스, 글쓰기, 동영상 제작 등 블로그 활동, 인터넷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 기사 및 정보검색 서비스 등 노인의 관심과 수요가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노인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운 형태

의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모

니터링을 통해 노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 유형과 내용의 파악 및

개선점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표 15, 표 16, 표 18에 근거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

보화 프로젝트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정보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및 노인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인의 유형별(사회·경제적 특성, 정보화 특성) 정보화 프로젝트 개발

을 지원한다. 또한 유비쿼터스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노인복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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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개발을 지원하고, 노인 복지 종합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그리고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노인 정보화교육의 질적 강화를 도모한

다.

노인 정보화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지

자체,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을 통한 교육을 지원한다.

셋째, 표 17을 비롯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노인에 대한 이해 및 지속

적인 연구 등을 추진한다.

건강정보 검색 서비스, 글쓰기, 동영상 제작 등 블로그 활동, 인터넷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 기사 및 정보검색 서비스 등이 노인 생활만족도와 유

의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

하다는 토대가 된다. 다시 말하면 노인의 기본 욕구와 노인이 안고 있는

질병, 빈곤, 역할상실, 고독과 같은 노인의 4고(苦) 등을 고려하여 노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반 인식을 전환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데 정보화를 이용한다

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노인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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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부산의 일부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정보화 수준

과 생활 만족도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고령층 정보화수준이 노인 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총 402명이 응답하였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중 결측치가 없는 275명을 최종대상자로 하여 분석하였다. 사회·경제

적 특성, 정보화 관련 특성, 인터넷 이용 유형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 생활

만족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단변량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배우자유무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왔다. 정보화 관련 특성에서는 컴퓨터 이용능력, 인터넷 이

용능력, 정보화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고, 인터넷 이용 유형관련

특성에서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둘째, 노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 결과

다른 변수를 보정하지 않고 정보화 수준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만을 분석

한 모형 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정보화 관련 특성과 인터넷 이용 유

형관련 특성을 추가한 모형 2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추가한 모형 3에서는

정보화 수준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상관성은 없었고, 교육수준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가 정보화

수준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혼란변수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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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결과이다.

정보화에 대한 접근 측면에서는 일반국민과의 정보격차가 점차 감소하

고 있는 추세이나, 역량과 활용측면에서는 고령층의 정보격차가 여전히 높

게 나타나며, 사회·경제적 특성 뿐 아니라 정보화 관련 특성, 인터넷 이용

유형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접근성 위주가 아닌 노인의 특성과 상황을 파악하여 정보이용

능력 배양과 노인 생활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및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고려와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을 말한다.

특히 2007년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 중 고령인구 비율이 전

국 최고인 9.6%에 달하는 부산의 경우 질병, 빈곤, 역할상실, 고독의 노인

의 4고(苦)뿐 아니라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노

인층에 대한 경제적 부양에 따른 젊은 세대와 갈등문제 등 많은 위협요인

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현 시점에서 노인들의 정보화 비

율은 낮지만, 노인 정보화교육 강화, 노인에 필요한 맞춤형 인터넷 콘텐츠

개발 보급, 노인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보화 프로젝트 지속 개발 지원

등, 기타 노인정보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등 추진을 통한 고령층의 정보

화 격차 해소 및 정보화 수준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언제든지 편리하게

정보접근이 가능한 환경 조성과 정보접근 격차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민간기업과의 협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을 통한 노인 정보화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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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활동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며 이

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문제, 역할 상실에 따른 무력감,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소외와 외로움 문제, 수입 감소에 따른 빈곤문제 등의 해결 뿐 아니

라 세대간의 분리를 넘어서서 젊은 세대와의 유대강화 및 적극적인 정치·

사회활동 등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역할부여를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최근까지 이루어졌던 정보화에 대한 태도나 의향이 아

닌 실제적인 이용능력의 측정을 통한 정보화 수준이 노인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탐구함을 통해 실제적이고, 생산적인 정보 활용을 통한 노인

문제 해결 및 정보화 정책에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정

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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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노인들의 정보화 수준과 생활 만족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

  저는 동의과학대학 의무행정과 교수 서명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이

행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특히 6대 광역시 중 전국 최고

의 고령 비율을 보이고 있는 부산에 관심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에 따라 노인들이 이러한 정보미디어

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정보화 수준이 노인 생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귀하를 우리나라 노인을 대표하는 한 분으로 모시고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번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주시는 뜻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조사결과는 컴퓨터를 이용하

여 통계적으로 일괄처리 되기 때문에 귀하의 모든 응답은 절대

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내용은 순수한 학술적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이번 조사연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2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책임자 : 서명교

☎ 연락처 :  011-87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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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귀하의 댁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

   (1) 있다 (          )   (2) 없다 (          )

2. 귀하께서 이용하시는 컴퓨터 기종은 무엇입니까 ?

   (1) 팬티엄Ⅰ 이하 (      )  (2) 팬티엄 Ⅱ 급 (      )  (3) 팬티엄 Ⅲ급 (      )

   (4) 팬티엄 Ⅳ 급 이상 (      )   (5) 잘 모르겠다 (      )

3. 귀하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십니까?

   (1) 사용할 줄 안다 (          )   (2) (2) 사용할 줄 모른다 (          )

4. 다음은 컴퓨터 사용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항목에 대하여 본인의 사용능력이 

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사용못함
초급 중급 고급

1) 운영시스템(OS) 및 유틸리티 프로그램

   (예: 윈도우 98/2000/XP, 리눅스, 매킨토시 등)
1 2 3 4

2) 워드프로세서 

   (예: 아래글, 훈민정음, MS 워드 등)
1 2 3 4

3) 스프레드시트

   (예: 엑셀 등)
1 2 3 4

4) 컴퓨터 게임

   (예 : 테트리스, 바둑, 스타크래프트 등의 게임)
1 2 3 4

5)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예: 음악 및 영상 재생 소프트웨어 등)
1 2 3 4

6) 프레젠테이션

   (예: 파워포인트 등)
1 2 3 4

7)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예: 포토샵, 플래시, 일러스트 등)
1 2 3 4

8) 홈페이지 제작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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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체적으로 볼 때 귀하의 컴퓨터 사용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1) 컴맹 수준 (         )      (2) 초급 수준 (         ) 

   (3) 중급 수준 (         )      (4) 고급 수준 (         ) 

6. 현재 귀하의 댁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

   (1) 이용하고 있다 (         )   (2) 이용하고 있지 않다 (          )

7. 귀하는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십니까?

   (1) 사용할 줄 안다 (          )    (2) 사용할 줄 모른다 (          )

8. 귀하는 하루 평균 어느 정도나 인터넷을 사용하십니까 ?

  (1) 30분 미만 (     )  (2) 30분 ～ 1시간 (      )   (3) 1시간 ～ 2시간 (      )

  (4) 2시간 ～ 3시간 (     )  (5) 3시간 ～ 4시간 (     )  (6) 4시간 이상 (      )

9. 귀하는 다음의 인터넷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 하십니까 ?

인터넷 서비스
전혀 

이용 안함
 가끔 
이용

 자주 
이용

매우
자주 이용

 1) 기사 및 정보검색 서비스 1 2 3 4

 2) 인터넷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 1 2 3 4

 3) 전자정부 등 전자행정 서비스 1 2 3 4

 4) 온라인뱅킹, 온라인쇼핑 등 
    전자거래서비스 1 2 3 4

 5) 전자메일 서비스 1 2 3 4

 6) 온라인 채팅 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1 2 3 4

 7) 바둑, 고스톱 등 온라인 게임 서비스 1 2 3 4

 8) 글쓰기, 동영상 제작 등 블로그 활동 1 2 3 4

 9) 건강정보 검색 서비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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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인터넷 사용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항목에 대하여 본인의 사용능력

이 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사용
못함

초급 중급 고급

1) 웹브라우저
   (예: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 

1 2 3 4

2) 자료 및 정보검색 1 2 3 4

3) 채팅 (메신저) 1 2 3 4

4) 전자우편 (이메일) 1 2 3 4

5) 온라인 게임
   (예 :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등 온라인 실시간 게임)

1 2 3 4

6) 인터넷 기반 멀티미디어
   (예 : 영화보기, TV시청, 음악듣기, 신문/잡지 등)

1 2 3 4

7) 각종 거래처리
   (예: 인터넷 뱅킹/주식, 인터넷 쇼핑, 예약/예매 등)

1 2 3 4

8) 전자정부 및 사회참여
   (예: 인터넷 민원서비스,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등)

1 2 3 4

9) 웹사이트 운영
   (예: 운영자 / 관리자 역할)

1 2 3 4

11. 전체적으로 볼 때 귀하의 인터넷 사용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1) 컴맹 수준 (         )      (2) 초급 수준 (         ) 

   (3) 중급 수준 (         )      (4) 고급 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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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난 평생을 돌아볼 때 후회할 일이 별로 없다 1 2 3 4 5

2) 나의 지난 평생은 성공적인 편이었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복한 편이었다 1 2 3 4 5

4) 나는 내 동갑내기들보다 어리석은 판단을 많이 내린 편이다 1 2 3 4 5

5)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이루어 놓은게 별로 없다 1 2 3 4 5

6) 나의 지난 평생은 힘들고 괴로워서 생각하기도 싫다 1 2 3 4 5

7) 요즈음 나는 살맛이 난다 1 2 3 4 5

8) 나이가 먹어가면서 보니 세상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게 느껴진다.

1 2 3 4 5

9) 요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이다 1 2 3 4 5

10) 나는 현재의 생활방식에 만족한다 1 2 3 4 5

11) 매일 매일의 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1 2 3 4 5

12) 요즈음 나는 매사가 짜증스럽고 귀찮다 1 2 3 4 5

13) 요즈음 기쁜일 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다 1 2 3 4 5

14) 요즈음 화나는 일만 점점 더 많아진다 1 2 3 4 5

15)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다 1 2 3 4 5

16) 앞으로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다 1 2 3 4 5

17)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것 같다 1 2 3 4 5

18) 앞으로 내가 할만한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1 2 3 4 5

19) 나는 가치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1 2 3 4 5

20) 더 이상 나이 먹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낫다 1 2 3 4 5

12. 아래의 항목은 귀하의 생활에 관한 항목들입니다. 아래 모든 항목들에 대하여 귀하에게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귀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기입하여 주십시오. 

13. 귀하는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      )  (2) 대체로 만족 (       )   (3) 보통이다 (      )

  (4) 대체로 불만족 (      )  (5) 매우 불만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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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      )  (2) 여자 (      )

15.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16. 귀하는 교육을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1) 무학 (      )  (2) 초등학교 졸업 (       )   (3) 중학교 졸업 (      )

  (4) 고등학교 졸업 (      )  (5) 대학교 졸업 이상 (      )

17. 귀하의 경제 상태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1) 상 (      )  (2) 중상 (       )   (3) 중 (      ) 

  (4) 중하 (      )  (5) 하 (      )

18.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하십니까?

  (1) 매우 건강한 편 (      )  (2) 건강한 편 (       )   (3) 그저 그렇다 (      )

  (4) 건강하지 못한 편 (      )  (5)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      )

19. 귀하의 배우자는?

  (1) 있다 (      )  (2) 없다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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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분류 평균±표준편차 t 혹은 F 값

성별 남 1.42±0.50 0.96

여 1.36±0.48

연령(세) 65~69세 1.51±0.50 4.80*

70~74세 1.45±0.50

75~79세 1.26±0.44

80세 이상 1.26±0.44

교육수준 무학 1.18±0.40 7.77**

초등학교 졸업 1.16±0.37

중학교 졸업 1.42±0.50

고등학교 졸업 1.45±0.50

대학교 졸업 이상 1.59±0.50

소득수준 하 1.31±0.47 3.26*

중 1.44±0.50

상 1.55±0.51

건강수준 건강하지 못한 편 1.29±0.46 2.42

보통 1.37±0.49

건강한 편 1.46±0.50

배우자유무 있다 1.46±0.50 2.93*

없다 1.27±0.45

부록 2 T-test, one way ANOVA 분석 결과

부록 2-1.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

                                                                            N=275

주: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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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분류 평균±표준편차 t 혹은 F 값

컴퓨터 이용능력 없음 1.36±0.48 1.42

있음 1.45±0.50

인터넷 이용능력 없음 1.34±0.47 2.40*

있음 1.49±0.50

정보화수준 낮음 1.33±0.47 2.64*

(컴퓨터, 인터넷 이용능력) 높음 1.49±0.50

인터넷 서비스 이용 비정규적 이용 1.33±0.47 2.41*

정규적 이용 1.48±0.50

부록 2-2. 정보화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 생활만족도

                                                                        N=275

주: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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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the Aged Group`s Informatization

Level on the Elderly Life Satisfaction

- Focused on the Aged Living in Busan -

Suh Myung Gyo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 Moon Chae, Ph.D.)

This research was done to see the influence of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the aged group on the elderly life satisfaction with the aged

living in Busan region as the object of this research.

The material, 'Survey for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the Aged and

Life Satisfaction' was used and 3 places among Busan region,

Hae-Oon-Dae-Goo, Dong-Rae-Goo, and Busan-Jin-Goo, were investigated.

Among the completed investigation of the 402 people, SAS 8.2 was

used to analyze 275 people who were above 65 years old and who

didn't have any missing value on the analysis variable.

For the material analysis, the elderly life satisfaction was analyz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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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pendent variable and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characteristics regards informatization were analyz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 With this, the elderly life satisfaction regarding each primary

elements were analyzed with Chi-square test and in order to remove

the influence between primary elements, Logistic analysis was carried

ou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on the following.

Firstly, the results of univariate analysis on the primary elements that

affect the elderly life satisfaction showed that in social and economical

characteristics, ag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and the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the spouse was statistically meaningful and in

characteristics regarding informatization, the ability to use the computer,

the ability to use the internet, and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was

statistically meaningful.

Secondly, the results of multivariate analysis on the primary

elements that affects the elderly life satisfaction showed that model 1,

which only analyzed the elderly life satisfaction regarding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which didn't revised other variables was statistically

meaningful but for model 2,3, which added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regarding informatization, didn't have

inter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informatization and elder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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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 but the education level was meaningful.

While the digital divide is at the current of gradually decreasing in

the means of approaches to informatization, the digital divide of the

aged group is still high in the means of capability and usage.

Moreover, the difference of elderly life satisfaction regarding numerous

variables shows the necessity of cultivating the ability to use

information, giving practical and concrete education which brings help

in improving the elderly life satisfaction, and giving political support

and consideration of the government appeals, by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s of the aged, rather than having a policy

for accessibility as the prime object for the aged. Although the ratio of

informatization for the aged at this point in time is low, removing the

gap of informatization for the aged group and raising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is needed through the continuous research on

informatization for the aged, such as strengthening the informatizational

education, supplying the development of custom internet contents which

is needed for the aged, supporting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informatization project for improving the elderly life satisfaction, etc.

The enlargement of informatizational education for the aged through

various developments of education programs such as coming up with a

plan to reduce the occurrence of digital divide, cooperating with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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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s, etc are needed. Furthermore, creating jobs for enlarging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for the aged and coming up with various

supporting plans are demanded. These will not only solve problems

regarding health of the aged, feelings of helplessness followed by the

loss of role, loneliness and alienation due to social isolation, poverty

due do the decrease of income, etc but they will als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relation with the young generation which passes over

the separation between generations, enlarging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active political and social activities, creating jobs for the aged

by endowing roles, etc.

This research, which was done by searching the influence of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through the measurement of the practical ability

of usage on the quality of the lives of the aged, rather than the attitude

or the intention towards informatization which was achieved up to

recently, could be used for basic information in establishing the concrete

alternative plan for coming up with informatizational policies and

solving problems for the aged by using practical and productive

information.

Key words: the elderly life satisfaction,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the

aged group, digital div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