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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노인들의 정보기술에 한 태도, 정보기술 이용 실태  정보기술 비이용 실태 등 정보기술 이용 실태와 
태도의 종단  추이에 한 실증 , 기술  연구이다. 서울시 소재 노인종합복지 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2004년, 2014년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 고, 각각 785명, 653명의 자료를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첫째, 
연구 상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보면 2004년 비 2014년의 경우 고령자, 혼자 사는 노인, 고등 학력자, 소득자, 미취업 
노인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서울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도 다소 증가하 다. 둘째, 노인들의 정보기술에 한 태도는 비교  

정 이었고, 이용자가 비이용자 보다 더 정 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었다. 셋째, 정보기술 이용자의 정보기술 
이용은 미흡한 수 이고, 이용  학습 동기는 실용  측면 외에 심리 , 정서  이유도 컸다. 넷째, 정보기술 비이용자의 
경우 정보화나 정보기술 이용에 해 소극 인 경향이 강화되었다. 결국, 도시 노인의 정보기술 이용 실태와 태도는 종단
으로 차이가 있으며,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정보화 인식과 역량의 차이가 더 커지는 추세를 보 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ongitudinal trends regarding awareness of informatization, Information Technology
(IT) use, and attitudes towards IT among older adults aged 60 or over. Surveys were conducted in 2004 and 2014
at senior welfare centers in Seoul, Korea. The trends between 2004 and 2014 showed that the rate of Internet use
increased among older adults who lived alone, were aged 70 or over, had middle education level, had low income,
or were unemployed. Older adults had positive attitudes towards IT, and users were more positive than non-users.
The levels of IT use were low among users, and their reasons for IT use were for psychological, emotional, and 
practical purposes. For non-users of IT, their passive tendencies toward IT use and informatization were amplified.
As such, the state of IT use and attitudes toward it among older adults in Seoul were longitudinally different, and 
the differences in awareness and ability between users and non-users tended to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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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사회는 속한 도시화의 결과 부분의 인

구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수명연장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확산에 따른 정보화 등 사회변

화를 겪고 있다[1-3]. 도시화, 고령화와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화 속에서 노인들이 노년기를 성공 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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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가 개인 으로 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아울러 사
회 으로도 고령화와 정보화의 진행과 그로 인한 사회  

문제와 응 정책에 한 심이 커지고 있다[1].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인 인구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한국도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미국은 물론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다[4].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0년 11.0%
에서 2050년 38.2%로 증할 것으로 망된다[5]. 서울
시의 경우, 2005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고, 2019년에는 ‘고령 사회’(14.1%)로, 2027년이면 ‘
고령 사회’(20.3%)가 될 망이다[6,7]. 서울의 65세 이
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10년 10%를 돌 하 고, 2013
년 11.5%를 차지하 다[7]. 

한, 고령화와 함께 도시화의 진행으로 도시에서의 
고령화 문제는 그 요성이 커지고, 고령화 시 에 도시

문제는 노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 속한 도
시화의 진행으로 인구의 부분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0년 한국의 도시화율은 86%로 일본(76%)과 
미국(84%)보다도 높다[8]. 2011년 서울지역 집 도는 

총인구 비 20.2%, 노인 인구 비 18.5%로 한국 노인
의 5명  1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6,9]. 서울과 같은 
도시는 노인문제가 응축되거나 그 도의 증가를 의미

한다. OECD는 한국이 직면한 요한 도시문제의 하나
로 고령화문제를 들고, 한국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고령
화에 응하기 해서는 고령자를 한 다양한 도시환경

의 개선을 강조하 다[8].
한편, 한국 사회는 1990년  반 이후 컴퓨터, 인터

넷,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확산에 
따른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왔다. 우리나라는 2010
년 인터넷 이용자의 비율이 77.8%에 이르 고, 고속 

인터넷 보 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보화 수 을 보이

고 있다[10,11]. 이러한 정보화의 진 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들의 삶에 다양한 측면에서 향을  것으로 보인

다[12-15].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은 정보취득과 달 
등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한 유용한 수단일 뿐만 아

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와 의사소통, 사회활동 참여 
등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16-18]. 특히, 인터넷은 노년층들이 사회  소외와 

역할 상실 등의 노년기 문제의 극복과 성공 인 노년기 

응에 기여하고, 자 심 향상, 사회참여활동 증 에 

정 인 역할을 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1,19-23].
하지만,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은 층은 물론 

장년층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 을 보이고 있다. 노인
들의 정보기술 학습과 이용도  늘어나고 있고, 인터
넷 이용률도 진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

나, 노년층의 인터넷 이용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여
히 낮다[24,25]. 일반 으로 정보기술의 근, 이용, 
활용 측면에서의 집단 간 차이 즉 정보격차(digital 
divide)와 같은 정보화 사회의 문제 상 속에서 노인들

은 표 인 정보소외계층  하나에 해당된다. 2014년 
우리나라 노인  인터넷 이용자는 32.8%로 노인 3명  

1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노인들은 거의 모
든 사람이 이용하는 은 층과의 세  간 정보격차 뿐만 

아니라 성별, 사회경제  요인에 따른 노인 세  내에서

의 정보격차 등 다 인 정보격차(multiple digital 
divide)으로 겪게 된다[18,27]. 이와 같은 다 인 정보

불평등 구조 속에서 노인들은 개인 ․사회 으로 정보

화 사회의 그늘에 남겨질 개연성이 크다. 이는 사회불평
등 구조의 공고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인의 정보기

술 이용과 정보화에 한 심이 증 되어야 한다. 
도시화, 고령화와 정보화 물결은 도시 노인의 개인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  측면에서도 요한 이슈

로 부상하 다. 노인복지 측면에서 노년기 정보기술의 
이용과 노인 정보화에 한 학문 , 실천  심이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노년기 정보기술 이용 는 
정보화 련 연구들은 주로 국  단 를 상으로 한 

연구들로서 노인들의 정보기술 이용 실태 는 세  간, 
계층 간, 지역 간 차이나 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등을 일반화하여 다루거나,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 이
용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효과나 변인들 간 상 계에 

한 횡단연구가 부분이다. 
노년기 정보기술의 이용 실태와 태도는 모든 노인 집

단에게 동질 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

라 달라질 것이며, 노인이 처한 사회  맥락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것이다. 즉, 노인 세  내에서도 도농 간, 정보
기술 이용/비이용 집단 간, 일정 시  간 정보기술의 이

용 행태와 정보기술에 한 인식과 태도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사회  맥락과 시간  변화를 고려

한 심층 인 연구를 통한 이해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정보기술 이용  비이용 실태와 
태도에 한 연구는 단편 이거나 횡단 인 경우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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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며, 특히 도시  맥락에서 노인의 정보기술 이용 

 비이용 실태와 정보기술이나 정보화에 한 태도에 

한 실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서울시와 
같은 도시 노인들의 정보기술 이용 실태와 정보화 태

도를 종합 으로 고찰한 종단  추이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이 연구의 목 은 서울 노인의 정보기술 이용 실태와 

태도의 종단  추이를 실증 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2004년과 2014년 서울시 노인들의 정보화  정보기술 
이용에 한 인식과 태도, 정보기술 이용 실태  정보기
술 비이용 실태와 10년 간 추이를 살펴보고 시사 을 논

의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노인의 정보기술 이용

정보기술 이용이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력에 

주목하여 노인들의 정보기술 이용실태, 노인 정보화 교
육, 노년기 정보격차 등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최근에
는 정보기술 이용이 노인들의 심리  안녕, 사회 계, 삶
의 만족도, 정신건강 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1,2,18]. 
노인들의 정보기술 이용 실태를 보면, 2004년 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68.2% 고, 노인 인터넷 이용
률은 7.3%에 불과하 다[28]. 인터넷 이용기간은 42.5개
월로 체 52.5개월보다 짧았고, 이용시간도 주당 평균 
8.4시간으로 체 11.5시간보다 었다[28]. 2014년도 
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83.6%인데 반해 50세 이
상 장노년층의 경우 54.1%로 크게 낮았고[24], 60세 이
상 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체 노인의 32.8%에 불
과하 다[26]. 한국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률(약 57%)보다도 매우 
낮은 수 이다[29]. 노인들의 정보기술 이용률은 거의 
100%에 가까운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은 세 는 물론 

50 의 경우(86.1%)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 으로 세

 간 한 정보격차가 존재하고 있다[26]. 한, 60세 
이상 서울 노인의 인터넷 활용빈도는 매우 낮았고, 인터
넷 활용능력은 간보다 낮다는 연구결과[30]도 있다. 
서울지역 노인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2004년 60세 
이상 노인  인터넷 이용자는 67.3%로 나타났다[27]. 

최근 2014년 서울시 노인복지 을 이용하는 독거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독거노인의 57.7%가 인터넷을 이
용하 다[1]. 
노인들의 정보기술 이용은 다른 세 에 비해 여 히 

낮은 수 이긴 하지만, 매년 진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60세 이상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9년 
20.1%에서 2011년 22.9%, 2013년 26.8%로 높아졌고, 
2014년에는 32.8%로 늘어나는 등 증가폭이 확 되고 

있다[31]. 노인정보화 교육 확  등으로 인하여 재 노

년층의 인터넷 이용 증가와 더불어 상 으로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50  베이비붐 세 가 노년층으로 편입

됨에 따라 앞으로 노인들의 정보기술 이용률은 지속 으

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1,12,31]. 
정보기술 이용은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노년층에게도 마찬가지로 존재
한다. 노년기 정보기술 이용여부와 련된 요한 요인
으로 연령과 성별, 교육수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34]. 노인들의 경우에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육수 이 높을수록, 소득수 이 높을수록 인

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31]. 한, 노인들의 정보
기술 이용은 정보기술에의 근성, 이용의 편리성, 유용
성에 한 인식 등 정보기술에 한 태도나 심리  요인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1,12]. 구경북지역 60세 이
상 고령층 상의 연구는 사회경제  요인에 따라 인터

넷 이용 빈도, 인터넷 이용 동기, 인터넷 활용능력  인
지된 인터넷 유용성 등 역별로 인터넷 이용행태에 차

이가 있음을 보고하 다[35].
노인들은 자우편, 정보검색, 취미여가활동, 사회참

여 활동, 경제활동 등 다양한 목 으로 인터넷과 같은 정

보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한 
소규모 면 조사 연구결과, 정보이용 노인들은 자 우
편  정보검색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36]. 하지만, 
인터넷 활용정도 면에서 사회 계망 서비스(SNS), 온라
인 커뮤니티 참여, 사회참여 활동 등의 경우에 은 세
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31]. 
노인들은 다양한 동기로 정보기술을 학습하고 이용하

고 있다. 노인들이 정보기술을 배우게 된 주요 동기로 
“일상생활의 도움을 얻기 해서” “호기심 때문에” “시
에 뒤처지는 느낌을 극복하기 해서” “소일거리를 
해서” “가족구성원들과 좋은 계 유지” 등을 꼽았다
[25,27]. 한편, 정보화 인지도나 정보화 향력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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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비교  정 이며, 이용 노인들이 비이용 노인
들보다 더 정 으로 인식하고 있다[25,27]. 

2.2 노인의 정보기술 비이용

노인들이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다양하지만, 노인들은 체로 인터넷 이용의 필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인들이 “이용할  몰라서”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유용성을 잘 몰라서” 등이 인
터넷 비이용의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31]. 노인들의 인
터넷 비이용 이유는 연령이 높을수록 필요성이 없다는 

비율이 높아지고, 이용방법을 모른다는 경우는 낮아진다
[28]. 서울 노인들의 경우 2004년 인터넷 비이용 이유로
는 “이용할  몰라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건강이 
나빠서” 순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 다[27]. 김혜경, 김은
정의 연구결과[36], 정보비이용 노인들은 컴퓨터나 인터
넷과 같은 정보기술의 필요성이나 심 자체가 다고 

보고하 다.
한편, 비이용 노인의 10명  7명은 인터넷 이용에 

해 정 인 기 를 갖고 있었다[25]. 하지만, 정보기술 
비이용 노인들의 향후 이용의향을 보면, 2004년 비이용 
노인의 23.7%가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
여, 이는 체 노인의 6.6%에 불과하 다[28]. 2014년에
는 인터넷 비이용자의 향후 이용의향률은 42.3%로 증가
하 다[31]. 한편 서울 노인들  2004년 인터넷 비이용 
노인의 다수(68.3%)가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었다[27]. 

2.3 연구문제

이 연구는 도시  맥락에서 2004년과 2014년 두 
시  간 서울 노인의 정보기술 태도, 정보기술 이용  
비이용의 실태에 한 종단  변화 추이를 종합 으로 

비교분석하여 정책  시사 을 도출하기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노인의 정보기술 이용에 따른 인구사회학

 특성과 그 추이는 어떠한가?
2. 노인의 정보기술에 한 태도  그 추이는 어떠한
가?

3. 노인의 정보기술 이용 실태  그 추이는 어떠한가?
4. 노인의 정보기술 비이용 실태  그 추이는 어떠한
가?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도시 노인의 정보기술 이용  비이용의 

실태와 정보기술에 한 태도에 하여 고찰하기 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자
료 수집을 해 서울시에 있는 노인복지 에 다니는 60
세 이상의 노인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각 
자치구별로 소재한 시립 는 구립 노인종합복지

(2004년 24개소, 2014년 25개소)을 이용하는 노인을 편
의표집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하
다. 시간 경과에 따른 노인들의 정보기술 이용 실태와 
태도의 종단  추이를 분석하기 하여 10년 간격으로 2
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1차 설문조사는 2004
년 4월에, 2차 설문조사는 2014년 6월에 각각 실시되었
다. 설문조사 결과 불성실한 응답, 결측치가 많은 사례 
등을 제외하 고, 1차 조사의 경우 966명의 응답자  

785명, 2차 조사의 경우 689명의 응답자  653명의 설
문조사 결과를 각각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 다.

3.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2.1 노인의 정보기술에 대한 태도

노인들의 정보기술이나 정보화에 한 일반 인 인식

과 태도의 분석을 하여 정보화 인지도와 정보화의 

향력 평가 등 2가지 변수의 항목에 하여 응답하게 하
고, 이를 체 노인, 정보기술 이용자와 비이용자로 집단
을 구분하여 분석하 다. 먼 , ‘정보화 인지도’는 정보
기술과 정보화에 한 노인들의 일반 인 인지 수 에 

하여 “정보화/정보화 사회” “디지털 TV” “정보격차/
정보불평등” 등 3개 항목의 용어나 명칭에 하여 얼마
나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 다. 한편 
‘정보화 향력 평가’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이용 확산에 
따른 정보화가 노인의 삶에 미치는 향에 한 기 와 

망에 한 정  진술 6개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
에 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측정하 다. 
정보기술 이용여부와 계없이 체 노인들의 정보화 

인지도  향력 평가의 주 인 인식과 태도를 측정

하기 하여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 다. 노
인들의 응답이 간 값으로 편 되는 경향을 방지하기 

하여  4  척도(최소 1  ~ 최  4 )를 사용하여, 각 
항목에 하여 “매우 그러함” “조  그러함” “그 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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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편임” “  그 지 않음” 등 4단계로 측정하 고, 
수화를 해 각 항목의 값을 역코딩하 다. 

3.2.2 노인의 정보기술 이용 실태

이 연구에서 정보기술(IT)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의미
하며, 정보기술 이용은 인터넷 이용여부로 측정하 다.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해 “ ”라고 
응답한 노인, 즉 인터넷 이용자를 ‘정보기술 이용자’로, 
“아니오”로 응답한 인터넷 이용자를 ‘정보기술 비이용
자’로 구분하 다.

인터넷 이용 실태

정보기술 이용 노인들의 이용실태를 분석하기 하여 

인터넷 이용의 기간, 빈도, 장소, 목  등 4가지 변수에 
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 첫째, ‘인터넷 이용 기
간’은 인터넷 이용 노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터넷을 
이용하 는지에 하여 “6개월 미만” 부터 “5년 이상” 
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고, 결과 
보고는 “3~4년”과 “5년 이상” 두 항목을 통합하여 총 4
단계로 나 어 비교하 다. 둘째, ‘인터넷 이용 빈도’는 
노인들이 얼마나 자주 인터넷을 이용하는지를 측정하기 

한 것으로, “거의 매일”부터 “한 달에 3~4번미만”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셋째, ‘인터넷 이용 장소’
는 노인들이 실제로 인터넷을 어디에서 이용하고 있는지

에 하여 집, 공공장소/복지시설, 기타 등 3가지로 나
어 응답하도록 하 다. 넷째, ‘인터넷 이용 목 ’은 인터
넷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인터넷을 무슨 목 으로 이용하

는지에 한 것으로, 이메일( 자우편), 정보/데이터 검
색, 뉴스보기, 오락/게임 등 총 13가지 시를 제시하고 
이  3가지를 복수 응답하게 하 다. 비교분석을 해 
1차 분석결과 사례 수가 매우 은 항목은 “기타”로 통
합하여 보고하 다.

정보기술 학습 경위

정보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정보기술 학습 

경 에 해 알아보기 하여 정보기술을 어떻게 배웠는

지의 학습방법과 왜 배우게 되었는지의 학습동기 등 2가
지 변인에 하여 조사하 다. ‘정보기술 학습방법’은 인
터넷 이용자를 상으로 정보기술을 어떤 방법과 구한

테 배우게 되었는지에 한 것으로, ‘공공기 /복지시설’ 
등 9가지 시를 제시하고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 고, 응답 결과 표 인 5가지로 유형으로 재분류하
여 분석하 다. 그리고 ‘정보기술 학습동기’는 인터넷 이
용 노인을 상으로 정보기술을 배우게 된 이유에 한 

것으로, “호기심 때문에” 등 9가지 항목의 시 에서 
두 가지를 복수 응답하도록 한 다음, 사례수가 은 항목
을 통합하여 7가지 항목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 다.

3.2.3 노인의 정보기술 비이용 실태

정보기술 비이용 노인들의 정보기술과 이용에 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하여 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않

는 이유,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용할 경우 어떻게 기 하는지 등 4가
지 변수를 조사하 다.
첫째, ‘정보기술 비이용 이유’는 노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무엇인지 잘 몰라서” “사용할  
몰라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등 총 9개 항목을 제시하
고 이  두 가지를 선택하여 복수 응답하게 하여 측정

하 다. 둘째, ‘정보기술 이용 의향’은 인터넷 비이용 노
인들이 향후 인터넷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한 것

으로, “있음( )”와 “없음(아니오)”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인터넷 이용의향 여부를 측정하 다. 셋째, ‘정보기술 이
용 능력’은 노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인터
넷을 이용할 능력이 있는지에 하여 “있음( )”과 “없
음(아니오)”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인터넷 이용 능력 여
부를 측정하 다. 
넷째, ‘정보기술 이용 기 도’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이 향후에 정보기술을 이용할 경우에 한 

기 감에 한 것으로, 정 , 부정  진술이 혼합된 6
개 세부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해 응답하도록 하

다. 정보기술 비이용 노인의 정보기술 이용 시 기 도

를 측정하기 하여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주  태도에 한 응답이 간 값으로 편 되는 경

향을 방지하기 하여 4  척도(최소 1  ~ 최  4 )를 
사용하여, 각 항목에 하여 “매우 그러함” “조  그러

함” “그 지 않은 편임” “  그 지 않음” 등 4단계로 
측정하 다. 수 산출을 하여 변수의 항목  일부 항
목의 값을 역코딩하 다.

3.3 자료의 분석

서울시 거주 노인들의 정보화에 한 일반  인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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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술 이용 실태와 태도  정보기술 비이용 실태와 태

도를 분석하기 하여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다 응답분석, 교차분석, 리커트 척도의 신뢰도 분석, 기
술통계 분석 등을 실시하 다. 노인 정보기술 이용  비
이용 실태와 태도의 종단 인 변화의 추이를 비교분석하

기 하여 2004년과 2014년 자료를 각 변수 별로 분석
한 다음, 백분율 비교표를 작성하여 두 시  간의 차이를 

분석하 다. 먼 , 연구 상의 인구사회학  특성의 이

해를 하여 표본의 연령, 성별, 가구구성, 학력, 가구소
득, 취업여부 등 6개 요인별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여 
비교하 다. 이용기간, 이용 빈도, 이용 장소, 학습방법 
등 정보기술 즉, 인터넷 이용실태의 비교분석과 비이용
자의 이용의향, 이용능력 등 비이용 실태의 추이를 악
하기 하여 빈도분석 결과에 따라 백분율의 차이를 비

교하 다. 그리고 정보기술 학습 동기, 인터넷 이용 목  

 인터넷 비이용 이유 등은 다 응답분석을 통하여 백

분율을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 다. 
한편, 서울시 노인들의 정보화 는 정보기술에 한 

주  인식과 태도를 평가하기 하여 정보화 인지도, 
정보화 향 평가, 인터넷 이용 시 기 도 등 3가지 변수
에 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두 시  간 각 항목

별 백분율 차이를 비교분석하 다. 한, 정보화 인지도 
 정보화 향력 평가 등 정보기술에 한 태도에 한 

변수는 평균 수(최소 1 ~최  4 )를 산출하여 지수
화 하여 이용자, 비이용자 집단별로 비교 분석하 다. 연
구 상자의 주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기 한 척도의 

신뢰도 평가를 하여 Cronbach α값을 각각 분석하
다. 그 결과 2004년과 2014년 자료 별로 Cronbach α값
은 각각 정보화 인지도 .77과 .85, 정보화 향 평가 .86
과 .87, 정보기술 이용 시 기 도 .65와 .73으로 양호한 
수 이었다.

4. 연구 결과

4.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004년, 2014년 연구 상 표본의 인구학 , 사회경제
 특성과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연령 별로 2004년에는 60  후반의 노인이 가장 많았

으나, 2014년의 경우에는 70  반이 가장 많았다. 
2014년의 경우 2004년에 비해 노인의 연령이 체 으

로 높아졌는데, 60 의 비 이 낮아지는 반면 70  이상

의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성별을 보면, 
2004년에는 남성 노인의 비율이 높았으나, 2014년의 경
우 여성 노인의 비율이 더 높았다. 가구구성 형태의 경
우, 2004년, 2014년 모두 배우자와 사는 경우가 가장 많
았다. 혼자 사는 경우는 2004년 14.2%에서 2014년 
21.3%로 증가한 반면, 배우자와 사는 경우는 각각 
55.4%에서 47.3%로 었다. 학력수 을 보면, 체 으

로 두 시  간 학력 수  변화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등교육 수 의 비율이 2004년 

53.3%와 2014년 57.2%로 가장 높았다. 소득수 의 경

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60~200만원인 경우가 각각 
48.4%와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비율이 어든 반면에 60만원 미만의 소득 
는 소득 없는 노인들의 비율은 높아졌다. 취업여부와 
련하여, 취업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2004년 12.7%
에서 2014년 16.5%로 소폭 높아진 반면에, 은퇴, 가정주
부 등 미취업상태인 경우는 조  낮아졌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2004 2014

N % N %

Age

60-64 178 22.7 41 6.3
65-69 288 36.7 148 22.7
70-74 220 28.1 242 37.1
75 or over 98 12.5 222 34.0

Total 784 100 653 100

Sex
Male 408 52.8 310 47.5
Female 364 47.2 343 52.5
Total 772 100 653 100

Household

Alone 110 14.2 138 21.3
Spouse 428 55.4 307 47.3
Grand-/children 1) 208 26.9 198 30.5
Relatives/friend/ etc 27 3.5 6 0.9

Total 773 100 649 10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or 
less 158 20.5 121 18.7

Middle/high school 411 53.2 370 57.2
College or more 203 26.3 156 24.1

Total 772 100 647 100

Income
(ten thousand 

won)

Less than 60 2) 198 26.5 269 42.3
60-200 361 48.4 238 37.4
more than 200 187 25.1 127 20.0

Total 746 100 634 100

Employment
Employed 80 12.7 106 16.5
Non-employed 3) 553 87.4 537 83.5

Total 633 100 643 100
1) in 2014, including those who live with “spouse and children”
2) including “no income”,  3) including “housewives” 

한편, 노인들의 정보기술 즉 인터넷 이용률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2004년에는 67.3% 고, 2014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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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로 소폭 높아졌다(Table 2). 이는 2004년 
7.3%[28], 2014년 32.8%[31]로 나타났던 국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보다 매우 높다.

Table 2. Internet use or Non-use

 
2004 (A) 2014 (B) B-A

(%)N % N %
User 475 67.3 459 70.3 3.0
Non-user 231 32.7 194 29.7 -3.0
Total 706 100 653 100

4.2 노인의 정보기술에 대한 태도

정보화 인지도

체 노인들의 정보화 인지도 수 을 지수화 하여 그 

추이를 비교해 보면 <Table 3>과 같다. 체 으로 노인

들의 정보화나 정보기술에 한 인지도 지수는 2004년 
2.48에서 2014년 2.65으로 소폭 증가하 다. 즉 정보화 
인지도 수 은 보통 수 이지만 두 시  간 증가하는 추

이를 보 다. 
정보기술 이용노인들의 정보화 인지도가 비이용자보

다 더 높게 나타났다. 정보기술 이용노인의 정보화 인지
도는 간보다 높은 정  수 이며, 2004년 2.77에서 
2014년 3.0으로 소폭 상승하 다. 한편, 정보기술 비이
용 노인의 정보화 인지도는 2004년 2.19에서 2014년 
2.30으로 소폭 상승하 으며, 간보다 조  높아 비교

 정 이었다. 정보기술 비이용 노인들의 정보화 인
지도는 비록 이용 노인들에 비해 낮지만 체로 정

이었다. 

Table 3. Index of Awareness of Informatization
 2004(A) 2014(B) B-A

 Total 2.48 2.65 0.17
 IT users 2.77 3.00 0.23
 Non-users 2.19 2.30 0.11

그리고 정보기술 이용 노인들의 정보기술  정보화

에 한 인지도와 그 추이는 <Table 4>와 같다. 정보기
술 이용 노인들의 정보화 인지도와 련하여 ‘정보화/정
보화 사회’ ‘디지털 TV’ ‘정보격차/정보 불평등’ 등에 정
보화 련 용어에 하여 2004년 65.6%, 2014년 66.9%
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 다. 시간 변화에 따라 알고 있다
는 비율이 소폭 상승한 반면 잘 모른다는 응답 비율은 

소폭 하락하 다. 즉 정보기술 이용 노인들의 정보기술 
는 정보화에 한 인지도는 비교  높은 수 이며, 소

폭이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Awareness of Informatization (users) (unit: %)
 2004(A) 2014(B) B-A

Do not know 34.4 33.1 -1.3
Know 65.6 66.9 1.3

한편 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의 정보기술 

는 정보화 인지도와 그 추이를 보면 <Table 5>와 같
다. 정보화 련 인지도는 잘 모른다는 비율이 2004년 
63.0%에서 2014년 56.0%로 어든 반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7.0%에서 44.0%로 증가하 다. 즉, 정보기술 
비이용 노인들의 정보화 인지도는 2004년에 비해 2014
년에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 히 부정 이었다. 

Table 5. Awareness of Informatization (non-users) 
(unit: %)

 2004(A) 2014(B) B-A
Do not know 63.0 56.0 -7.0
Know 37.0 44.0 7.0

정보화 영향력 평가

체 서울 노인들의 정보화 향력 평가 정도를 지수

화 하여 2004년, 2014년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 체 노
인들의 정보화의 향력에 한 평가 지수는 2004년 
3.11에서 2014년 3.09로 소폭 감소하 다(Table 6). 즉 
체 노인들의 정보화 향력에 한 평가는 정 이었

으며, 두 시  간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정보기술 이용노인들이 비이용 노인들의 경우보다 정

보화 향력에 하여 더 정 으로 평가하 다. 정보
기술 이용자들의 정보화 향력에 한 평가는 매우 

정 이며, 2004년 3.33에서 2014년 3.37로 소폭 증가하
다. 반면, 정보기술 비이용 노인들의 정보화 향력 평
가 지수는 2004년 2.88에서 2014년 2.81로 소폭 감소하
다. 정보기술 비이용 노인들의 정보화 향력에 한 
평가는 이용자들에 비해 낮지만 체로 정 이었다.

Table 6. Index of Influence of Informatization
 2004(A) 2014(B) B-A

 Total 3.11 3.09 -0.02
 IT users 3.33 3.37  0.04
 Non-users 2.88 2.81 -0.07

정보기술 이용 노인들의 정보기술과 정보화의 향에 

한 평가에서 정보화가 노인의 삶에 미치는 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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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  응답률이 2004년 87.8%, 2014년 82.8%로 매
우 높았다(Table 7). 2014년의 정  응답률이 2004년
에 비해 다소 하락하고 부정  응답률이 높아졌으나, 
반 으로 정보기술 이용 노인들은 정보화가 매우 정

인 향을  것으로 평가하 다. 즉 정보기술 이용으로 
일상생활 편의 증진,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세  간 

소통, 사회참여 활동 등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 수 이 

개선될 것으로 정 으로 기 하 다.

Table 7. Influence of Informatization (users)  (unit: %)
 2004(A) 2014(B) B-A

Disagree (negative) 12.2 17.2 5.0
Agree (positive) 87.8 82.8 -5.0

한편 <Table 8>과 같이 정보기술 비이용 노인들의 정
보화 향력에 한 정  응답률은 2004년 68.4%에
서 2014년 66.3%로 다소 감소하 고, 부정  의견이 

31.6%에서 33.7%로 다소 증가 으나, 여 히 비이용 노

인 10명  7명은 정 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즉 정보
기술 비이용 노인들은 비록 정보기술을 이용하지는 않더

라도 정보화의 향력에 한 평가는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Influence of Informatization (non-users)
(unit: %)

 2004(A) 2014(B) B-A
Disagree (negative) 31.6 33.7 2.1
Agree (positive) 68.4 66.3 -2.1

4.3 노인의 정보기술 이용 실태

4.3.1 인터넷 이용 실태

인터넷 이용 기간

서울시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 기간은 <Table 9>와 같
이 2014년 1년 미만의 단기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2004년보다 낮아진 반면에, 3년 이상 비교  장기간 이

용한 경우는 각각 22.6%에서 52.7%로 크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터넷을 배우
고 지속 으로 이용하는 노인의 증가를 의미한다.

Table 9. Period of Internet use              (unit: %)
 2004(A) 2014(B) B-A

Less than 6 months 26.4 12.7 13.7
6 months ~ less than 1 year 25.6 11.0 14.6
1 year ~ 2 years 25.4 23.5 1.9
Longer than 3 years 22.6 52.7 30.1

인터넷 이용 빈도

서울시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 빈도와 그 추이를 보면 

<Table 10>과 같다. 노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빈도
는 2004년, 2014년 모두 ‘거의 매일’ 자주 이용하는 노
인들의 비율이 각각 42.2%와 40.2%로 가장 높았다. 소
폭이긴 하지만 ‘거의 매일’ 는 ‘일주일에 3~4번’ 등 비
교  자주하는 노인들의 비율이 2004년에 비해 감소하
다.

Table 10. Frequency of Internet use          (unit: %)
 2004(A) 2014(B) B-A

Almost everyday 42.2 40.2 -2.0
3-4 times a week 34.1 30.2 -3.9
1-2 times a week 19.1 22.9 3.8
less than 3-4 times a month 4.4 6.6 2.2

인터넷 이용 장소

<Table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들이 인터넷 주 
이용 장소는 가정으로 2004년 77.4%, 2014년 78.8%이
었다. 즉, 이용노인 10명  8명은 집에서, 2명은 노인복
지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하 다. 가정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한 반면 공공장소에서의 이용은 소폭 

감소하 다.

Table 11. Places of Internet use             (unit: %)
 2004(A) 2014(B) B-A

Home 77.4 78.8 1.4
Public org, welfare facilities 20.0 17.2 -2.8
Others 2.6 4.0 1.4

인터넷 이용 목적

서울시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목 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2004년에는 자 우편(22.1%)이, 
2014년에는 정보/데이터 검색(28.1%)이 가장 많았다
(Table 12). 자 우편, 뉴스보기, 오락/게임의 경우 2004
년에 비해 낮아졌으나, 정보/데이터 검색인 경우는 오히
려 증가하 다.

Table 12. Purposes of Internet use        (unit: %)
 2004(A) 2014(B) B-A

E-mail 22.1 15.4 -6.7
Data, information 20.6 28.1 7.5
News 17.4 6.2 -11.2
Entertainment, game 10.5 9.9 -0.6
Others 1) 29.4 40.4 11.0

 1) “others” = education/ learning, movie/ music, transactions/ reservation, 
online communic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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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정보기술 학습 경위

정보기술 학습 방법

서울 노인들이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을 배우는 

표 인 방법은 복지시설이나 공공기 으로 2004년 
79.0%, 2014년 73.5%이었다(Table 13). 그 밖에 자녀/
손자녀 등 가족, 혼자서, 는 회사/직장에서 배운 경우
는 많지 않았다. 

Table 13. Methods of IT learning         (unit: %)
 2004(A) 2014(B) B-A

For myself 3.2 6.1 2.9
Family members 4.9 8.7 3.8
work places 5.5 5.1 -0.4
Public org, welfare facilities 79.0 73.5 -5.5
Others 1) 7.4 6.5 -0.9
1) “others” = friend/ relatives, schools, etc 

정보기술 학습 동기

서울시 노인들의 정보기술 학습동기에 한 복수응답 

결과 그 추이를 보면 <Table 14>와 같다. 노인들이 정보
기술을 배우게 된 주요 이유로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얻기 해서’가 2004년 23.2%, 2014년 39.1%로 가장 
높았고, 이는 국  조사결과[25]와 유사하 다. 추이
를 보면 다른 항목과 달리 ‘일상생활의 도움’과 ‘시 에 

뒤떨어지는 느낌 극복’의 경우는 증가하 다. 특히, 일상
생활의 편의 때문에 정보기술을 배웠다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4. Motivation for IT learning      (unit: %)
 2004(A) 2014(B) B-A

Out of curiosity 20.8 7.6 -13.2
For keeping good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grand) children 12.1 8.2 -3.9

To get helps for daily life 23.2 39.1 15.9
To overcome a feeling of uneasiness of being
behind the times 15.6 22.5 6.9

For fun or killing time 12.6 3.6 -9.0
To have self confidence and self esteem 11.3 7.9 -3.4
Others 1) 4.4 10.9 6.5
1) “others” = “to make friends and expand human relationships”, “for work

and seeking jobs”, etc

4.4 노인의 정보기술 비이용 실태

정보기술 비이용 이유

서울 노인들이 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와 

련하여 <Table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할  몰라

서’가 가장 많았고, 다른 이유로는 ‘무엇인지 잘 몰라서’
와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 노인 상의 조사결과[31]와 
유사하다. 그 밖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컴퓨터와 다른 
기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시간이 없고 바빠서’ 등 다양
하 다. 사용방법을 모른다는 응답률은 2004년 32.8%에
서 2014년 38.3%로, 무엇인지 모른다는 경우도 2004년 
11.7%에서 2014년 19.2%로 증가한 반면, 필요성이 없
다는 응답은 17.3%에서 15.3%로, 건강상의 이유는 
13.3%에서 6.5%로 감소하 다. 정보기술 비이용의 주
된 이유는 노인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한 정보와 지

식이 부족하거나, 정보기술의 필요성에 한 인식이 낮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5. Reasons for Internet non-use    (unit: %)
 2004(A) 2014(B) B-A

1) do not know computer and the Internet 
themselves 11.7 19.2 7.5

2) do not know how to use it 32.8 38.3 5.5
3) do not feel necessary 17.3 15.3 -2.0
4) do not have a computer and other facilities 9.9 8.8 -1.1
5) do not have time (busy) 9.2 5.2 -4.0
6) feel economic burden (the cost) of using it 6.4 4.9 -1.5
7) not in good health (e.g. bad eyesight, 

hearing, physical inabilities, etc) 13.3 6.5 -6.8

8) fear I will lose my privacy or become 
harmed in some way, and others 1.3 2.0 0.7

정보기술 이용 의향

2004년, 2014년 서울 노인들의 향후 정보기술 이용 
의향과 그 추이는 <Table 16>과 같다. 정보기술 비이용 
노인들  향후에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4년 
68.3%에서 2014년 49.5% 크게 하락한 반면, 원하지 않
는다는 비율은 31.7%에서 50.5%로 증가하 다. 이는 한
국정보화진흥원[31]의 국  조사결과 이용의향률 

42.3%보다 높은 수 이다. 2004년 정보기술 이용을 원
하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았으나, 2014
년에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Table 16. Intention to use IT              (unit: %)
 2004(A) 2014(B) B-A

Yes (want to use) 68.3 49.5 -18.8
No (do not want) 31.7 50.5 18.8

정보기술 이용 능력

서울 노인들의 정보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여부



노인의 정보기술 이용과 비이용의 실태 및 태도: 2004-2014 종단적 추이

491

와 2004년, 2014년의 추이는 <Table 17>과 같다. 정보
기술 비이용 노인들이 스스로 이용능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004년 58.4%에서 2014년 68.5%로 높아진 반
면, 이용능력이 있다고 한 노인의 비율은 감소하 다. 정
보기술 비이용 노인들  이용의향이 없는 경우와 같이 

이용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소극 이고 부정 인 노인

들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7. Ability to use IT                 (unit: %)
 2004(A) 2014(B) B-A

Yes (able to use) 41.6 31.5 -10.1
No (not able to use 58.4 68.5 10.1

정보기술 이용 기대도

정보기술 비이용 노인들이 정보기술을 이용할 경우 

비교  정 인 기 를 보 다. 정보기술 이용 시 기
도 지수는 2004년에는 측정되지 않았으나 2014년 2.61
로 간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Table 18>에서와 같이 정보기술 이용하지 않

는 노인들이 정보기술 이용에 해 정 으로 기 하는 

비율이 2014년 57.1%로 2004년 69.6%보다 감소한 반
면, 부정  응답자의 비율은 30.4%에서 42.9%로 증가하
다. 한, 비이용 노인들 다수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거라는 등 소극 으로 생각하 다. 반면에 정보
기술의 이용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이나 소일거리 등 

실용 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이용으로 인한 

만족감 등 심리 , 정서  측면에서는 정 일 것으로 

기 하고 있었다.

Table 18. Expectation to IT use (non-users) (unit: %)
 2004(A) 2014(B) B-A

Disagree (negative) 30.4 42.9 12.5
Agree (positive) 69.6 57.1 -12.5

5. 결론 및 제언

5.1 요약 및 논의

이 연구는 노인들의 정보기술 이용과 비이용의 실태

와 태도의 종단  추이에 하여 탐색한 실증  연구이

다. 본 연구는 고령화, 도시화  정보화 시 에 노인들

의 삶의 질과 사회복지 측면에서 정보기술 이용의 유용

성에 주목하여 서울시 노인을 상으로 정보화 인식과 

태도, 정보기술 이용과 비이용의 실태와 태도는 어떠한
지 그리고 종단  추이에 하여 기술 으로 탐색하 다. 
연구결과, 연구 상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보면 

2004년 비 2014년에 고령자, 혼자 사는 노인, 고등 

학력자, 소득자, 미취업 노인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서
울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서울 노인들의 정보기술 이용과 비이용 실태와 태도 
 그 종단  추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기술 는 정보화에 한 노인들의 태도는 정 이었으

며, 정보기술 이용여부에 따라 이용자들의 경우 비이용
자들의 경우보다 더 정 으로 인식하 다. 정보기술 
이용 노인들의 정보화 인지도와 정보화 향력 평가 등 

정보기술 이용태도는 정 이었으며, 종단 으로 개선

되는 추이를 보 다. 정보화 인지도의 경우 정보기술이
나 정보화 련하여 정 인 응답률이 높았고, 이는 종
단 으로 증가 추세를 보 다. 한 정보화의 향력에 

하여 매우 정 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소 개선되었다.
한편, 정보기술 비이용 노인들의 정보화 인지도, 정보

화 향력 평가 등 태도는 부정 이거나 부정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인지도의 경우에는 
2004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긴 하 으나 여 히 부정  

응답이 더 많았다. 정보화 향력에 해 체로 정
으로 평가하 으나, 부정  인식이 다소 증가하 다. 정
보기술 비이용 노인들의 태도는 부정  인식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이용자들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

이긴 하지만, 여 히 정보기술과 정보화에 해 비교

 정 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정보기술 이용 노인들의 정보기술 이용 실태를 

보면, 극 이고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 기간의 경우 장기간 이용자가 
증가하 으나, 이용 빈도는 소폭이긴 하지만 비교  자

주 이용하는 비율이 감소하 다. 인터넷 이용 장소는 
부분 가정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에서 이용하는 
비율은 감소하 다. 인터넷 이용의 주요 목 은 정보/데
이터 검색, 자 우편, 뉴스보기, 오락/게임 등이었고, 이 
 자 우편과 뉴스보기의 경우는 감소한 반면, 정보/데
이터 검색이나 교육/학습 는 화/음악 감상의 경우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정보기술의 이용이 다소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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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긴 하지만, 인터넷 이용 기간의 증가, 실용 ․생산

 목 의 인터넷 활용의 증가 등의 변화는 정 인 것

으로 사료된다.
셋째, 정보기술 이용 노인들이 정보기술을 학습한 경
를 보면, 부분의 이용자들은 공공기 이나 복지시설

에서 정보기술을 배웠고, 공공시설의 정보화교육 로그
램이 주요 학습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보기술 

학습동기를 보면, 일상생활의 편의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종단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반
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손자녀 등 가족과의 좋은 계 유
지 등의 이유는 감소 추세를 보 으나, 시 에 뒤처지는 

느낌 극복을 해 인터넷을 배우게 된 경우는 증가하

다. 이는 노인들에게 실용 인 이유 외에도 심리 ․사

회 계  이유도 정보기술을 배우는 요한 동기로 작용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의 비이용 실

태를 보면, 체로 소극 이거나 부정 이었다. 정보기
술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용할  모른다는 경우가 가

장 많았으며, 정보기술에 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기술의 필요성에 한 인식이 낮은 것이 비이용의 

주요 이유인 것으로 사료된다. 비이용자들은 향후 이용 
의향이나 이용 능력에 해서도 부정 으로 생각하 으

며, 이러한 경향은 오히려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는 정보기술 이용에 한 비이용자들의 소극 이고 부정

 인식이 반 되었고, 아울러 2014년의 경우 조사 상 

노인들의 연령 가 2004년보다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이용 노인들의 정보기술 이용 시 기 도

의 경우 높았던 정 인 비율이 시간변화에 따라 감소

하는 추세를 보여 부정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단된다. 
이를 종합하면, 서울 노인들의 정보기술 이용률은 비

교  높은 편이었다. 체 노인들의 정보기술이나 정보

화에 한 인식과 태도는 정 이었으나, 정보기술 비
이용 노인들의 부정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하지만,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정보기술 이용실
태는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여 히 비활동 이고 소극

인 수 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의 정보기술 비이용 실태는 소극 이고 부정 인 

경향을 나타냈다. 노인들의 정보기술 이용 실태와 태도
는 종단 인 차이를 보 으며, 정보기술 이용자와 비이
용자 간 정보화 인식과 역량의 차이, 즉 노인 간 정보격
차가 견고하게 존재하고 있다. 

5.2 시사점

첫째, 노인에 한 정보기술의 보 과 이용을 권장하

고 정보화 교육의 확 가 필요하다. 노인의 인터넷 이용
률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하면 여
히 큰 차이, 즉 세  간 정보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 
본 연구결과 정보기술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정보화 

태도와 역량 등에서 노인 간 정보격차가 더 벌어지는 추

세를 보 다. 노년층의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이용수
과 활용정도는 낮고 소극 이다. 정보기술의 근과 활
용 능력 등 노인들의 정보화 역량을 향상시키기 한 정

보화 교육 기회가 더욱 확 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의 정보화와 정보기술 이용 확 에 한 공

공부문의 더 많은 정책  심과 역할이 요구된다.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부분의 정보기술 이용 노인들은 서울

시와 자치구, 노인복지 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제공

되는 컴퓨터, 인터넷 교실 등과 같은 공공부문의 정보화 
교육 로그램을 통해서 정보기술을 배우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인들이 근하기 쉽

고, 자주 이용하는 노인복지 ,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
  복지시설의 노인 상 정보화 교육과 이용 활성화

에서의 역할이 확 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의 정보기술 이용 확 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기술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기술 이용 노인들의 경우 아직 이용수 과 활용정도

는 낮지만, 정보기술 이용에 한 기 와 이용 확 의 잠

재력이 크다는 에 주목하여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기
술의 활용능력 향상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정보통

신 기술의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을 두어야 한다. 
한편, 정보기술 비이용 노인들의 경우에는 정보화 태도
는 이용자들에 비해 소극 이고 부정 이긴 하지만 체

으로는 정 인 태도를 갖고 있으므로, 인터넷과 같
은 정보기술 이용과 정보화에 한 인식 개선과 정보기

술 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 도시 노인들의 정보기술 이용 등 정보화 수

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선되고 있지만 여 히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화와 정보화 사회에서 세  간 격차 외에

도 다 인 정보격차를 경험하게 되는 노인은 정보기술

의 이용  활용 측면에서의 사회  불평등 즉, 정보 불
평등을 경험할 개연성이 높다. 도시 노인들은 농어

지역 노인들에 비해 정보기술 근과 이용이 비교  양

호하다 할지라도 그 수 과 활용 정도는 여 히 낮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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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층 내에서도 정보기술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정보격

차가 더 심화되어 노인들이 정보소외계층으로 고착화되

지 않도록 노인들의 정보기술 이용을 극 권장하고 이

를 한 정책  노력이 확 되어야 한다.

5.3 연구 의의 및 한계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먼  자료 수집을 

한 연구 상이 서울시 노인종합복지  이용자에 한정되

었다. 한 설문조사도 노인복지  이용자를 편의 으로 

표집하여 실시하 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체 노인을 
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이 연구는 
서울 지역 노인들의 정보기술 이용의 실태와 태도에 

한 탐색 인 연구로 두 시  간 종단  추이의 기술  

연구에 제한되었다. 이러한 한계 을 보완하고 연구의 

확장을 하여 조사 상을 서울지역 체노인을 상으

로 하여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표본추출방법을 용하거

나, 성별, 연령별 차이 등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집

단별 차이의 종단  비교분석, 도시-농 지역 간 비교분

석, 변인 간 상 계 분석 등 심층 인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서울 지역 노인들의 정

보화 태도, 정보기술 이용 실태  태도, 정보기술 비이
용 실태  태도 등의 종단  추이를 종합 으로 확인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정보기술 이용 
 비이용에 한 이해를 넓히고, 앞으로 보다 심층 인 

후속 연구를 통한 논의의 확장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

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실천  측면에서도 노인 정보화 

교육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장에서 노인 정보화 증

진을 하여 정책  개입과 실행 로그램을 개발과 확

에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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