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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 of information application of the elderly on their lives through 

analysing the key papers on the topic. To achieve the aim of this study, we searched the papers from RISS, KISS, 

DBpia and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the Republic of Korea, using keywords such as ‘the elderly and 

informationization,' ‘the elderly and information application,’ and ‘mediator effect.’ In the search process, we did not 

limited the publication year or journal types. A total of 476 papers were searched as the result of the initial search. 

Based on three researchers consent of selection criteria, we finally selected 19 papers and analysed the important 

mediator variables between the information application and the life satisfaction or happiness. Using the content 

analysis, we analysed the quantitative analyses (including sample characteristics and sociodemographic statistics) 

and qualitative analyses (including result interpretation and policy implication about the elderly information education). 

After in-depth analysis of the papers, we built a table organized by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mediator variable. 

With the results,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nd contributions are also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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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정보화 시 를 

맞이하여 격하게 변하고 있다. 일반 으로 인구

의 고령화는 개인 , 사회  험을 래하는데, 우

리나라와 같이 고속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여

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복합 으로 발

생할 것으로 상된다.

고령화와 함께 사회의  하나 변화의 축인 정보

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 에 발맞추어 사회, 경제, 

문화, 복지 등의 사회 반의 신을 가져오고 있다. 

정보화는 개인의 일상 인 삶의 양식에 향을 주

었으며, 인터넷 활용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요한 역 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반

면에 이는 한 많은 부작용을 래하 는데, 그 

 하나가 정보격차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정보

활용 수 을 보이고 있지만, 연령과 계층, 지역별

로의 정보격차는 상당히 심각한 수 이다(Noh and 

Yoo, 2006; NIA, 2013). 정보격차는 새로운 정보와 

기술에 한 응력이 상 으로 취약한 고령층

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러한 고령층의 정보격

차는 근과 정보력 부족으로 인한 각종 서비스에

서의 소외, 세  격차 등 개인 생활 역 뿐 아니

라 사회 반  차원에서의 소외와 고립을 발생시

키게 된다(Kim, 2003).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층 정보격차의 심각성이 인

식되면서 고령층의 정보화 련 연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고령층을 정보화의 피해자라는 시각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고령층의 정보활용 능력 향상에 

을 두고 이루어졌으나 차 정보화에 한 고

령층의 태도와 인식에 한 연구들로 발 해나갔

다. 이러한 결과와 사회  요구, 정책  략들이 

맞물려 최근에는 정보화가 고령층의 사회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하 다. 이를 계기로 최근 연구자들은 정보화

가 고령층의 삶, 생활의 만족에 미치는 향에 

해 심을 가지게 되었다(Kwon et al., 2012). 

한 Shin and Koo(2010)의 연구에서 고령층의 정

보화교육이 고령층의 생활만족 향상에 기여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층의 정보활용에 따른 삶 는 생활의 만족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을 통해 고령층 생

활의 반 인 부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궁극 으로 정보활용능력은 

사회성, 정신건강 등 노년기 응문제에 향을 

미치고 성공  노화를 성취할 수 있는 요요인으

로 분석되어 졌다(Kim,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정

보화가 고령층의 삶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정보화와 고령층의 계를 분석한 문헌자료를 

수집하 다. 정보화가 고령층 정보활용의 향에 

한 연구들의 특성과 기존 연구들을 통합하고 체

계 으로 분석하여 정보화를 통해 고령층이 얻을 

수 있는 이 이 어떠한 것인지 종합 으로 악하

고 고령층들의 실질  정보활용 능력이 일상생활

의 만족과 성공  노화의 궁극  지표가 되는 행

복감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정보 활용이 고령층에게 미칠 수 있는 향

요인을 포 으로 살펴 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

의 정보화 기능에 해 논의해 보고 고령층의 정

보활용 향상을 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내용분석법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은 20세기  미국

을 심으로 발 하기 시작한 질  연구방법론으

로 기록되어 있는 문헌자료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Lee, 2007). 특히, 개인이나 사회의 의사소통 기록

물인 신문, 서 , 잡지, TV, 라디오, 화, 일기, 녹

음테이 , 녹화테이 , 연설, 편지, 일기, 상담기록

서 등을 통하여 연구 상에 한 자료를 간 으

로 얻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처음에는 미디어 는 

커뮤티 이션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 지만 최근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자료들을 체계 , 객 , 양

으로 분석하기 해 사용하고 있다(Kim,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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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Stepwise Check Items of Content Analysis 

Stage Details and Procedures Check Items

Problem 
Identification

∘Study Problem and ypothesizing ∘Define Study Problem and Hypothesis Clearly

Study
Design

∘Define Data and Sample ∘Define the Scope and Scale of Literature Data

∘Define Analysis Unit
∘Define Analysis Standard

∘Explain the Standard of Analysis Unit
∘Operational Definition

Analysis 
and Result 

∘Coding
∘Coding Guideline
∘Coder and Training
∘Reliability

∘Analysis of Statistical Procedures and Application

∘Result Interpretation

내용분석법은 지면의 수, 분량, 빈도와 같은 양

 지표를 통계 으로 처리하는 양  분석에서 출

발하 으나, 분석하는 기록단 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  내용, 달과정을 분석하는 질  분석도 

활성화되고 있다(Lee, 2013). 를 들어, 이 이트 

민담연구에서 “분쟁”, “동맹”, “수호신”과 같은 용

어가 등장하는 빈도를 양 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그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민담의 체구조에서 

갖는 의미를 질 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용분석법의 질  분석이 활성화됨에 따라 연구의 

동기, 원인, 결과  향을 체계 으로 추리해 나

갈 수 있게 되었다.

내용분석법에서는 크게 분석유목과 분석단 로 

나 어 자료를 분석한다. 분석유목은 일반 인 연

구의 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떤 기 에 따

라 어떤 항목으로 나 어 분석할 것인가를 다룬다. 

컨 , 음악 교과서의 내용은 시 별, 음악가별, 

국 별, 장르별로 나 어서 그 비 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이 때 분석의 기 이 되는 시 , 음악가, 

국 , 장르가 분석유목에 해당한다. 분석단 는 기

과 항목에 따라 분류하고 빈도를 조사할 때 집

계하는 내용의 최소단 를 의미한다. 따라서, 내용

분석법에서는 ‘연구 분석 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

인가’와 ‘연구문제와 련하여 구체 으로 어떤 내

용을 분석유목으로 설정하는가’하는 것이 요하

며(Kang, 2009),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신뢰성

과 타당성 확보를 한 명확한 분석기 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Cha, 2012). 

내용분석법은 일반 으로 연구의 문제인식, 연

구 설계, 분석  결과해석의 세 단계로 진행되며 

그 단계별 검토항목은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ee, 2007).

본 연구에서는 제 1장 서론에서 연구의 문제의

식에 해 서술하 으며, 제 3장 분석 부분에서 “정

보활용이 고령층 삶에 미치는 향”에 한 국내

연구에서 ‘발표연도’, ‘자료수집방법’, ‘연구 상자 

수’, ‘연구지역’, ‘연구 상자 연령’에 한 빈도를 

양 으로 분석하고, 고령층의 정보활용에 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  특성과 각 연구에서 사용

된 매개변수의 의미를 질 으로 분석함으로써 2가

지 근법을 모두 활용하 다. 한, 제 4장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 에서 분석결과를 해석하 다.

3. 분석

3.1 문헌 자료의 규정  분석단  선정 

연구를 해 정보화가 고령층에게 미치는 향에 

을 두고 국내 학술지 논문을 포 으로 수집

하 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고령화문제와 이에 

따른 고령층의 정보활용  삶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한 것으로 국내 고령층의 정보화 수  

등을 고려하기 해 문헌자료의 범 를 국내논문

으로 한정하 다. 논문의 연도에 제한은 별도로 두

지 않았고 주요 검색어는 ‘고령층’ & ‘정보화’, ‘고

령층’ & ‘정보활용’으로 하 으며, 문헌검색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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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literatures 
identified through database 

retrieval(n = 476)

<Rejected literatures>
Title scrutiny(n = 389)
Reject duplication

(n = 56)

 Literatures through 
abstract analysis(n = 31)

 Rejected literatures 
through abstract 
analysis(n = 4)

Literatures through text 
analysis(n = 27)

Rejected literatures 
through text analysis 

(n = 8)

Final literatures through 
the screening(n = 19)

<Figure 1> Literature Selecting Procedure

년 11월 4일부터 2014년 6월 30일 까지 이루어졌다.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심으로 자료를 수집하

고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학술연구정보 서비스(RISS)

와 한국학술정보(KISS), DBpia, 국회 자도서 을 

이용하 다.

분석 상 논문을 선별하기 해 먼  논문 제목

을 보고 일차 선별 작업을 하 으며 그 후 록을 

살펴 으로 선정  배제를 결정하 고 록만으

로는 단이 어려운 경우 논문의 문을 살펴 으

로써 단하 다. 이 과정에는 3명의 연구원이 공

동으로 참여하여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하

다.

이러한 기 을 통해 문헌을 검색한 결과, 총 476

편의 문헌이 검색되었고, 체 검색 문헌  제목 

검토로 인해 87편이 선정되었다. 이들 문헌  56

개의 복 문헌을 제거 한 후 록 검토를 통해 

31편의 논문을 선택하 고 문 검토를 통해 총 

27편이 연구 상 문헌으로 선정되었지만, 평가를 

통해 ‘노인, 고령층, 는 노년층’, ‘정보화’, ‘정보활

용’과 련되어 선정된 문헌은 19편으로 결정하

다. 자료의 선정과정은 <Figure 1>과 같다. 이러

한 엄격한 선행연구의 선정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용분석법의 내용 타당성을 설명해 다고 할 수 

있으며 3명의 연구원과 함께 문헌 검색을 하며 의

견수렴을 하 기 때문에 자료수집의 신뢰도가 확

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 문헌자료 고찰

고령층의 정보활용과 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주

로 나오는 변수들로 자기 효능감, 자아통제감, 자

존감, 생활만족, 삶의 행복감 등이 있다. 자기 효능

감(self-efficacy)이란 특정한 문제를 자신의 능력

으로 성공 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한 신념이나 기 감을 의미한다(Jung and Lee, 

2014). 특히 정보활용에서 자기효능감이란 정보기

기 조작에 련된 활동들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한 단  자신감으로 

정보기기 사용에 해 만족하거나 불편함을 느끼

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아통제감(self-control)이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삶을 하며, 주어진 

환경 내에서 원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

음을 의미한다(Kim et al., 2012). 자존감(self es-

teem)이란 자기자신에 한 개인 인 평가로써 자

기 자신에 한 존 을 의미한다(Yoo and Son, 

2012). 많은 연구결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

존감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반사회  행 를 지

를 가능성이 높으며 매사에 부정  평가를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이란 자기 

만족감과 사회  계형성을 통해 지각되는 감정

으로 재 생활을 정 으로 보는 주  만족과 

미래에 한 기 로써 개인의 심리 ․환경  요

인에 향을 받는 복합  감정으로 정의한다. 삶

의 행복감이란 인간이 주 으로 지각하는 정서

․인지  감정 상태로서 ‘삶 속에서 느끼는 충분

한 만족과 기쁨’으로 정의한다.

주요 연구에 한 개별  고찰 결과를 연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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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모형과 함께 제시하 으며 이에 한 체

계 으로 정리하 다 .

Chang(2004)은 고령층이 인터넷 이용 후 지각

하고 있는 3가지 만족감(지  탐구성, 상호교류성, 

기존매체활용성)이 고령층의 사회활동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고령층의 지  탐구성이 증가할

수록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인터넷은 고령층 생활에 활력을 주는 미디어

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의 

정 인 효과를 부각시켜 고령층을 한 맞춤식 

정보화 교육 로그램 개발, 다양한 콘텐츠 개발, 

고령층 직업교육 차원에서의 근을 강조하고 있다.

<Figure 2> Study Model of Chang(2004)

Kim(2006)는 고령층의 정보활용 능력이 삶의 만

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정보활용 능력은 

정보제공, 정보이용, 정보비 의 세 가지 능력으로 

분류하 으며, 변화에 한 응 유연성을 의미하

는 응기제는 도 , 몰입, 통제로 측정하 다. 분

석 결과, 자신과 타인의 일에 한 의미와 목 을 

이해하는 헌신  기질을 소유하고 정보제공 능력이 

높은 고령층의 경우 삶의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고령층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한 방안으로 기질

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성격 담성을 높이고 

정보 활용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과 함

께 고령층 일자리 창출에 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Lee and Myeong(2010)은 국의 정보화교육 수

강 고령층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보화 인식과 

인터넷 활용은 고령층의 공 ․사  네트워크 형

성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

<Figure 3> Study Model of Kim(2006)

자들은 고령층이 가지고 있는 환경  요소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고령층만을 한 정보화교

육 로그램이 지방자치 단체의 특성화된 정보화사

업으로 정착되어야 하고 한 고령층의 사회  네

트워크 형성을 해서는 고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행사를 정례화 하여 고령층이 자발 으로 단

체활동과 조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 주장하 다.

<Figure 4> Study Model of Lee and Myeong(2010)

Ahn et al.(2011)의 연구에서 고령층의 컴퓨터/

인터넷 게임활동을 노년기 여가활동으로 설정하여 

이러한 가상공간상에서의 활동이 고령층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우울은 

나는 우울함을 느낀다/나는 슬픔을 느낀다/쉴 새 없

이 졸음이 온다 등 10개의 항목으로 측정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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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만족도는 지 이 내 삶의 황 기이다/내 삶을 

회고해보면 반 으로 만족스럽다/가족과의 생활

이 만족스럽다 등 4가지 항목으로 측정하 다. 분

석결과 고령층의 컴퓨터/인터넷 활동은 우울과 생

활만족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아통제감을 통해서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고령

층을 한 컨텐츠 개발 시 인지, 신체 특성을 고려할 

뿐 아니라 고령층이 자아통제감을 얻을 수 있는 방

향에서 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Figure 5> Study Model of Ahn et al.(2011)

Kim et al.(2011)은 장․노년층의 인터넷 활용능

력과 사회활동의 계에서 인 계 능력이 부분 

매개효과를 가짐을 검증하 다. 한 50 는 인터

넷활용능력이 높고 60 의 경우 사회활동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시  장․노년층의 정

보화교육은 노년기 사회활동을 증 할 수 있는 인

터넷 커뮤니 이션 활용기술과 련되어 진행되어

야 함을 입증하 다. 

<Figure 6> Study Model of Kim et al.(2011)

Kim et al.(2012)의 연구에서 베이비붐세 의 정

보화활용 정도를 악하고 정보화 활용정도가 정

보화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

다. 통제변인으로 인구사회  특성인 연령,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 , 월소득, 직장유무를 사용하

으며 이들 특성  연령, 성별, 직장유무, 교육수 , 

월소득에 따라 정보화활용 정도가 유의미하게 차

이가 나타났다. 베이비붐세 의 정보화활용 능력은 

정보화에의 근용이성(3), 디지털 정보기기 사용

시간(3), 의사소통능력(4), 소 트웨어 활용 능력(4), 

정보기기 의존도(4)의 5가지를 사용하 다. 자기통

제력은 내가 계획한 것 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많은 일들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등 정 ․부정  항목 7가지로 측정하

다. 정보화 생활만족도는 새로운 것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증가하 다/생활이 훨씬 

즐겁고 만족스럽다 등 6가지로 측정하 다. 분석

결과, 정보기기 사용시간이 길수록 정보화 생활만

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정보 근이 용이하고 활

용능력이 높고 의존능력이 높을수록 정보화 생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정보화 근 용이성은 자

기통제력을 매개로 정보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Figure 7> Study Model of Kim et al.(2012)

Yoo and Son(2012)의 연구에서 고령층의 인터넷 

활용이 생활변화, 고독감, 자존감 그리고 삶의 질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다. 연구 기

모형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고령층의 고독감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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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tudy Model of Jung et al.(2013) 

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여 아래 <Figure 

8>과 같이 설정하 으나, 최종분석 결과 고령층의 

고독감이 고령층으로 하여  인터넷을 활용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고령

층은 자존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터넷 활용이 자

존감 향상에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 다. 

즉,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해서는 고령층의 

자존감을 높여야 하며, 이러한 자존감 향상을 

해 인터넷 매체를 활용  하는 것이 큰 효과를 가

져 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Figure 8> Initial Study Model of Yoo and 
Son(2012)

 <Figure 9> Modified Study Model of Yoo and 
Son(2012)

Kang et al.(2013)의 연구에서 고령층의 스마트폰 

정보활용(스마트폰 이용수 , 이용도움정도)과 스

마트폰 이용성과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스마트폰 련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

원에서 제시한 척도(2012)를 사용하 다. 통제변인

으로 연령, 성별, 배우자유무, 학력, 소득, 건강상태, 

직업유무를 사용하 다. 분석결과, 스마트폰 이용

수 과 스마트폰 이용도움정도는 삶의 만족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

용성과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간 으로도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효과  직 효과가 차

지하는 비 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0> Study Model of Kang et al.(2013)

Jung et al.(2013)은 고령층의 인터넷 활용이 생

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에서 사회활동이 가지는 

역할에 해 연구하 다. 고령층의 인터넷 활용빈

도는 생활만족도의 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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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ample Characteristics(N = 19)

Characteristics Division n

Published 

year

2003

2004

200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

1

1

2

2

3

3

3

3

Data 

selection

secondary data

survey

2

17

Sample

< 300

300～499

500～999

≥ 1,000

8

6

2

3

Study 

region

Seoul and Gyeonggido 

Busan

Daegu and Gyeongsangbukdo

Gwangju and Jeollanamdo

the whole country

6

2

4

1

6

Sample age

≥ 55

≥ 60

≥ 65

not described

4

8

5

2

났으며 인터넷 활용 능력이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고령층의 사회활동

은 인터넷 활용 능력과 생활만족도의 계에서 부

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고령층의 공동체

활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고령층을 자원 사집단과 

비 자원 사 집단으로 나 어 다 집단분석을 실

시하 다. 분석결과, 인터넷 활용능력이 공동체 활

동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2> Study Model of Kim et al.(2014)

Jung and Lee(2014)는 정보화 교육 참여고령층

을 상으로 인터넷 활용 만족 수 을 분석하여 인

터넷 활용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고 자기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인터넷 활용만족도는 (1)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보/

지식 욕구, (2)오락 욕구, (3)업무/사회성 욕구, (4)

사이버거래 욕구 등의 충족 정도로 측정하 으며, 

자기효능감은 일반  자기 효능감, 사회  자기 

효능감, 신체  자기 효능감으로 2차 개념화 하여 

측정하 으며 생활만족도는 Choi(1986) 개발한 고

령층 생활만족도 척도를 활용하 다. 분석결과, 인

터넷 활용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서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령층의 생활만족도는 인터넷 활용

만족도 자체만으로 설명되는 것 보다 자기효능감

과 같은 심리  요인을 통하여 좀 더 정확하게 설

명됨을 보여주었다.

<Figure 13> Study Model of Jung and Lee(2014)

3.3 문헌자료에 한 종합  고찰 결과

3.3.1 문헌자료의 표본 특성

상논문(고령층, 정보화, 정보활용 련논문) 들

의 출 연도는 제 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의 시

작인 2006년을 기 으로 나 어 볼 때, 2006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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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fluencing 
on the Information Application of the 
Elderly

Division Variables n

Sociodemographic 
Variables

education 6

age 3

income 3

gender 4

the state of employment 2

Family structure the existence of spouse 1

Variables related to 
informationization

time of computer 
usage/day

1

frequency of computer 
usage/week

1

duration of computer 
usage

2

the number of sites 
enrolled as a member

1

the number of visiting 
sites

1

에는 2편, 2006년 이후에는 17편이 발표되었으

며, 출 년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2003년 

이  연구는 없었다. 자료수집 방법을 살펴보면 2

차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가 2편,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가 17편이었으며, 설문조사

의 경우 상자들을 임의표본추출 하여 조사하

다. 샘 의 크기는 1,000개 이상이 3편, 500개 이상 

1,000개 미만이 2편, 300개 이상 500개 미만이 6편, 

300편 미만인 연구가 8편으로 설문조사 연구의 경

우 1편의 연구 외 모두 1,000개 이하의 샘  수를 

보여 다. 연구지역별로는 국 범  6편, 서울․경

기 지역 6편, 부산 지역 2편, 구․경북 4편, 주 

․ 남 1편으로 나타났고 연구별 고령층의 기  연

령 정의는 55세 이상 4편, 60세 이상 8편, 65세 이

상 5편, 기술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2편이었다.

3.3.2 문헌자료의 사회․인구학  특성

고령층의 인터넷 활용에 향을 미치는 고령층

의 사회․인구학  특성의 유의미성을 검토한 연

구는 7편으로, 이들 연구에서 14개의 변인이 분석

되었다. 14개의 변인  어도 한 편 이상의 연구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11개 이며, 3편 

이상에서 통계  유의미성이 검증된 변인은 학력

과 경제상태, 성별, 연령으로 4개 이다. 따라서 

학력 보다는 고졸 이상의 고학력의 고령층이, 경

제 상태가 좋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정보화 활용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3.3.3 고령층의 정보활용 효과

연구들에서 나타난 정보활용이 고령층에게 미칠 

수 있는 효과들을 정리하여 보면 생활만족 혹은 삶

의 만족도와 그 효과를 세분화 하여 사회  역과, 

심리․정서  역에서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있

다. 생활 반의 만족을 다룬 생활만족도 연구는 11

편, 정보활용이 고령층의 사회활동에 정  기여

를 하는 것으로 분석한 사회  역의 연구와, 고령

층의 개인 정신건강에 을 맞춘 심리․정서  

역은 각각 4편씩이 있다. 심리․정서  역으로 

분류된 연구들에서는 고령층의 정보활용이 자아 효

능감, 자아 존 감, 우울, 자살, 고독에 정의 향

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다.

한 각 효과의 향요인을 살펴보면 생활만족도

에는 인터넷 활용 능력, 근 용의성, 의존능력, 사용

시간이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인터넷의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정보기기의 근이 용이하

고, 의존능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

난다. 사용시간은 생활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가져온다. 사회  역에는 고령층의 정보활용 유

형과 정보활용의 만족요인이 사회활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데 정보탐색/의사소통유

형과 지 탐구요인에 만족하는 고령층이 정보활용을 

통한 사회활동참여를 더 활발하게 하며, 정보활용

은 고령층의 공  네트워크와 사  네트워크 형성 

모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3.3.4 매개변수의 효과

체계  문헌 고찰에 사용된 19편의 논문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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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ree Categories of Literatures about the Elderly’s Information Application(N = 19)

Divisin
Significant 
Result

Literatures Mediator Survey Region Sample

life quality 
and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hn et al.(2011) self-control whole country 237

Kim et al.(2012) self-control whole country 400

Jeong et al.(2013) social activity Seoul(secondary data) 1862

living 
satisfaction

Kim(2006) 
adjustment 
mechanism

whole county 328

Kang et al.(2013)
information 
application 
performance

Seoul 317

Kim et al.(2014)
community 
activity

Daegu․Gyeongsangbukdo 153

life quality

Park and Lee(2003) Daegu․Gyeongsangbukdo 313

Yoo and Son(2012) self-esteem whole country 650

Jung and Lee(2012) self-efficacy Gwangju․Jeollanamdo 290

Kim et al.(2014) Daegu․Gyeongsangbukdo 374

social area

social 
activities

Chang(2004) Pusan 275

Chang and Lee(2010) Pusan 1464

Kim et al.(2011)
personal 
relationship

Seoul 943

social network Lee and Myeong(2010) Seoul․Gyeonggido 213

psychological 
area

self-efficacy Hwang et al.(2011) Seoul 139

self-esteem 
Kim et al.(2009) skill Seoul 143

Hwang et al.(2011) Seoul 139

depression

Kim et al.(2009) Seoul 143

Lee(2013)
whole country
(secondary data)

6774

suicide Lee(2013)
whole country
(secondary data)

6774

loneliness Kim et al.(2009) Seoul 143

happiness Lee et al.(2014) Daegu․Gyeongsangbukdo 371

개변수의 효과를 살펴본 논문은 총 10편이다. 사

용된 매개변수로는 사회활동, 응기제, 숙련도, 

자기통제, 자존감, 자기효능감이 있으며 이들 매개

변수는 모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회활동과 응기제는 고령층의 인터넷 활용

과 생활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며, 정보활용의 숙련

도는 정보통신기기 사용 유무와 고령층의 심리  

안정감과의 계를 매개하여 숙련도가 높을수록 

우울과 고독은 낮아지고 자아존 감이 높아진다. 

한 자기 통제력은 정보활용의 변인  하나인 

근용이성과 생활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며 그 외 

정보활용과 생활만족도를 매개하는 변수로는 자존

감과 자기효능감이 있다. 자기통제력(자아통제감)

이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삶을 하며, 주

어진 환경 내에서 원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는 믿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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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

본 연구는 한국의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층과 

정보화와의 계를 살펴보고자 시도하 으며, 정

보화 사회에서의 고령층의 인터넷 활용능력이 고

령층의 삶에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한 

효과를 종합 이고 체계 으로 규명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발간된 연구들을 수집하여 분석하

고 최종 으로 19편의 선행연구들에 한 문헌 고

찰을 실시한 후, 이를 정리하 다.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들의 일반  특성과 고령

층의 인구․사회학 특성  인터넷 활용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연구에서 조명된 효

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통계 으로 의미 있

는 매개변수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첫째, 내용분석의 양 인 분석결과 출  연도의 

제한이 없었음에도 선정된 논문들  2004년 이

의 논문이 없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본격 으

로 시행된 정보화 정책과 더불어 학문  연구도 시

작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특히 정보화를 고령

층 문제해결의 한 방안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고

령층 정보격차의 심각성이 두되면서 고령층 정

보화에 한 심이 높아지고 연구가 활발하게 일

어나면서 기 가 반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

서 정보화로 인한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는 2000년도 반이

후로 보인다(Kwon et al., 2013). 연구지역을 보면 

국 으로 실시한 연구는 4편(36.4%), 서울․경

기 지역 3편(27.2%), 부산 지역 2편(18.2%), 기타 2

편(18.2%)으로 국 단 의 4편을 제외한 다른 연

구들은 모두 도시지역으로 농․어 지역에서의 연

구는 없다. 도시보다 농․어 은 고령화의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며, 고령층의 정보격차도 문제가 

되지만 지역별로는 도시에 비해 농․어 지역의 

정보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여 농․어  지역에 사

는 고령층의 정보격차는 도시의 고령층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할 것이다. 한 

Park(2000)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와 농  지역 고

령층은 생활환경도 다르며 삶의 질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이나 복지욕구 등 생활 역에서의 이질

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의

미에서 연구지역이 도시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연

구결과들이 체 고령층에게 용될 수 있는지에 

한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농․어 지역의 특수

성을 고려한 후속연구들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둘째, 노년기 연구에서 노인을 범주화 시키는 

기  연령은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노인 

련 법규들에서는 고령층의 기 이 상이하게 나타

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을 기 으로 하여 고령층을 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정의하고 있으

며,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년기의 확 , 신체의 노

화, 사회  지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많은 연구

에서 노인집단을 75세 기 으로 기(65～74세)와 

후기(75세 이상)로 나 어 보고 있다. 선정 문헌들

을 보면 55세 이상과 60세 이상이 부분이며 법

률상 노인으로 정의되는 65세 이상의 논문은 1편

으로 사실상 장년층으로 분류되는 상들을 다룬 

연구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보화 수 과 

근성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에 따르면 일반국민 비 50 의 인터넷 활

용률은 76.6%로 비교  높은 것에 반해 60세 이상

은 33.9%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주 이용층과 많은 

차이가 나지만 50 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정보화로 인한 향을 다루기 

해서는 이용률이 더 높은 집단으로 연령의 기 을 

낮출 필요성이 있었거나, 표본 추출 계획 단계에서 

정보활용이 가능한 상자, 지역사회 복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심으로 연구를 계획하 기에 65

세 이상의 고령층들에 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

어 질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50 와 60  사이

의 정보격차, 같은 노령층 안에서도 연령별 상이

한 특성으로 인해 기, 후기를 구분하는 것을 고

려해 본다면 65세 이상의 노령층을 주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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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 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개

발되어야 할 것이며, 장년층 보다 신체 , 사회

으로 제한이 더 따르는 노년층에 더 높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되어진다.

셋째, 고령층의 정보활용에 향을 미치는 사

회․인구학  특성으로는 6편의 연구에서 14개의 

변인이 분석되어졌다. 14개의 변인  11개의 변

인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

인들을 살펴보면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소

득이 높을수록, 교육수 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으

며, 배우자가 있는 고령층의 인터넷 활용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밝 졌다.  일일 컴퓨터 사용시

간이나 주당 컴퓨터 이용 횟수, 컴퓨터를 사용한 

기간, 회원가입 사이트 수, 한번 속 시 방문 사

이트 수도 고령층의 인터넷 활용능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 이들  3

편 이상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변인은 학력과 

소득, 성별, 연령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2010)이 

보고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인터넷 이

용 고령층들의 특성을 정리한 Kwon et al.(2012)

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보고자한 정보화의 향에 

의해서는 모든 상 문헌에서 정보화가 고령층에

게 정 인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외의 연구결과들과 동일한 흐름이며, 정

보화를 통해 고령층의 문제와 성공  노화를 돕고

자 하는 정책 , 사회 , 학문  경향을 지지할 수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매개변수 효과 한 6편 모

두 부분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보화에 향

을 받는 효과 변인과 매개변수는 사회성과 심리․

정서 역 등 국민 비 고령층의 기반이 약한 

것을 포함하는데 이 한 정보화가 고령층의 삶의 

을 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반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자료 수집과정에서 살펴본바 

연구에 선정된 논문이 총 19편인 것은 고령층의 

정보화 수 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에 한 실증 인 연구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한국 사회는 정보화가 선택이 아

니라 필수인 시 이며 고령층도 외일 수는 없다. 

그 다면 고령층의 정보화에 한 태도, 인식 등

의 연구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정보화의 이 에 

한 구체 이고 실증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 단순히 고령층의 정보 근 수 , 이용 수

을 통한 분석이 아닌 생활 속에서의 정보, 활용 방

법과 유형에 한 연구와 그에 따라 다르게 용

되는 향에 해 측정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의 정보화로 인해 고령층에게 미

치게 되는 향을 문헌고찰과 실증  검증을 통해 

고령화 시 에 정보화가 가져오는 의미에 해 연

구를 수행하 다.

국내의 총 4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국내 학

술지만을 상으로 하 고 검색 결과 총 468편의 

연구 논문에서 연구조건에 맞는 19편의 논문을 선

정하여, 상 논문의 일반  특성과 정보활용에 

향을 주는 고령층의 사회․인구학  특성, 정보활용

의 효과, 정보화와 효과사이를 매개하는 변수, 즉 

4가지 차원에서 연구논문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연구 설계는 모두 유사실험설계 이하

의 설계수 이었고 자료 수집 방법은 2차 자료를 

활용한 4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 으며 표본추출은 임의표본추출을 통해 이

루어졌다. 분석결과 정보화는 고령층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고령층의 사회활동과 심리 

․정서 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사회활동

과 고령층의 응기제, 정보활용의 숙련도, 자기통

제력,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이 정보화와 효과변인

들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  공헌도는 고령층의 정보화와 

련된 문헌자료에 한 내용분석을 함으로써 질

연구방법론의 확 에 기여하 고 고령층 정보화 

련 학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실무  공

헌도는 고령층 정보화 련 교육  정책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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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수 있다는 이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국내 학술지만을 상

으로 하여 출간되지 않은 학 논문의 결과를 배제

하 다는 것과 국내의 표 인 데이터베이스 4곳

을 통해 검색하 지만 검색어나 해당 데이터베이

스를 통해 검색되지 않은 연구논문이 존재할 가능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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