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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PC 및 모바일 기기 이용에 대한 정보화 역량

은 장노년층 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 꼭 필요

한 것으로 한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정

보통신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에서 

16년 175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17년에

는 176개국 중에 2위를 차지하였다(과학기술정

보통신부, 2018b). 또한 UN 전자정부발전지수

를 살펴보면 190여개 중에서 2010년~2014년은 

1위, 2016년 이후로 현재까지 3위를 차지한 것

으로 나타나 한국의 PC 및 모바일 기기 등의 

디지털기기 이용에 대한 정보화 역량 수준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UNPAN, 2019). 201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에 의하면 만 3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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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이며, 스마트폰이 보급화 되면서 2010년 

디지털기기 점유율이 4.9%에서 2018년 94.9%

로 데스크탑 점유율을 제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a). 연령별로 살펴보

면 20대와 30대가 9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50대와 60대도 각각 98.5%, 88.4%로 집계

되어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a).

  장노년층의 디지털 기기 이용은 고령화로 인

해 심리적․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는 장노년층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여

겨지고 있으며,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 증

진을 노인복지의 중요한 축으로서 고려하고 있

다(신승윤, 김동욱, 2019). 장노년층의 디지털기

기 이용이 증가하면서 디지털기기 이용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디지털기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기의 새로운 기능이 출시될 때마다 새롭게 사

용법을 학습하여야 하는 특성(김미영 등, 2013) 

때문에 장노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디지털

기기 이용의 부담을 가지기 쉽다(허원희, 김정

이, 2011). 하지만 디지털기기 이용의 부담을 극

복하고 디지털 기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

고 있을 때에는 다양한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특히 장노년층의 긍정적인 디지

털 이용기기 태도는 디지털 이용기기의 성과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비롯한 생활스트레스 감

소, 건강만족도 등을 높이는 것으로 다수의 연

구에서 보고하고 있다(허원희, 김정희, 2011; 김

미영 등, 2013; Zheng et al., 2015; Kim and 

Chang, 2019). 

  White et al.(1999)의 연구에 따르면 월드와이

드웹 이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교육에 

참여한 노인들은 자신의 시야가 확장되고 웹 이

용을 통해 대인관계가 확장되어 궁극적으로는 

생활스트레스가 적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

며, Zheng et al.(2015)은 모바일기기 사용에 대

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장

노년층이 건강정보, 재정정보 등의 정보를 얻는 

데 있어 효과적인 성과를 나타냈다고 주장하며,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또

한, Kim and Chang(2019)는 디지털기기 이용에 

대한 태도와 성과가 긍정적일수록 건강 만족도

가 높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정보화 교육을 통해 이용성과를 증진시켜 노인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장노년층이 디지털 기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장노년층 스스로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

함으로써 얻는 만족감, 성취도 등이 클수록 삶

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며(신용주, 구민정 

2010; 김미령 등, 2012; 김희정, 2019; Dorin, 

2007; Heo et al., 2011; Chou et al., 2013; 

Seifert and Schelling, 2018), 이는 다시 디지털

기기의 적극적 이용으로의 선순환이 될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보고하고 있다(강월석 등, 

2013; 강보라 등, 2014; Wright, 1999). 하지만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과 관련된 연구는 

단순한 디지털기기 접근도를 살펴본 연구들과 

PC 및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에 한정되어 있으

며, 장노년층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

에서는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기기 이용

성과가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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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 정보화 지원 사업 대상 연령층인 55

세 이상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

석결과를 바탕으로 장노년층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디지털기기 이용에 대한 정책

적․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의 장노년층들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모

바일 시대에도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

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에 친숙

한 태도를 보인다(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2).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노년층

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는 삶의 만족도와 연관

성이 있으며, 삶의 만족도 구성요인인 건강, 대

인관계, 여가 등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신용주, 구민정 2010; 김미령 등, 2012; 

김희정, 2019; Dorin, 2007; Heo et al., 2011; 

Chou et al., 2013; Seifert Schelling, 2018). 첫

째,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Dorin(2007)과 신용주와 구민정

(2010)의 연구에 의하면 정보화 교육이나 온라

인 강의를 수강하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수강

하지 않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

났음을 주장하였으며 새로운 기기 사용 및 기술

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노년기의 만족도를 향

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eifert and 

Schelling(2018)은 질적 연구를 통해 검증한 결

과 인터넷 사용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인터넷을 긍정적으로 수용

하며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대처하는데에 있어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김미

령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

를 대상으로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삶의 만족

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사용능력이 높고, 디

지털 이용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정보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생활 및 삶의 만

족도가 향상되었음을 증명하였다.

  둘째,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건강, 여가, 대

인관계 등의 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간의 관련성

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Heo et al.(2011)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인터넷에 대한 선호도와 

인터넷 사용의 중요성이 여가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지하는 노인일수록 여가 만족도가 높게 나타

났으며, Chou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장노년

층은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텔레케어 프로그램

이 자신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특

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

에는 기꺼이 사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나타났다

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는 생활환경과 대인관계에 대한 환

경적, 사회적 영역에서 삶의 만족도(QOL)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희정

(2019)의 연구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수준, 디지털기기 이용동기, 디지털기기 이

용 태도와 건강 만족도의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디지털기기에 대한 이용 태도가 긍정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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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건강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

구들을 종합해보면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

용 태도는 삶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

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1. 디지털 이용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간의 관계 

  액티브 시니어 개념이 도래하면서 과거 장노

년층 세대와 달리 현재 장노년층 세대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디지털 환경변화를 긍정적으로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온라인상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에 대한 이해도

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경제, 2017).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0대와 60대 이상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2018년 기준 각각 98.7%와 

88.8%로 집계되었으며 10년 전인 2008년 각각 

48.9%, 19%의 이용률을 보인 것에 비해 큰 폭

으로 증가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a). 

특히 50대의 경우 어릴 때부터 디지털기기에 

익숙했던 10~20대의 디지털기기 이용률(99.9%)

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

부, 2018a).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는 

디지털 상의 여가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또는 타

인과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등의 

이용성과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예원 등, 2018; Godfrey and Johnson, 2009; Sun 

et al., 2013; Chung and Kim, 2015). 

  일반적으로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

가 디지털기기 사용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디지털기기 및 서비스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김예원 등, 2018). Sun et al.(2013)의 연구

에 따르면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기기에 

대한 태도와 헬스케어 및 기술수용에 대한 행동 

간의 관계를 관찰한 결과 컴퓨터, 태블릿 등의 

디지털기기에 대한 호의적일수록 웨어러블 피

트니스트래커(Wearable fitness tracker) 에 대하

여 알게 되는 시점이 빠르고 긍정적이며 이용성

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Chung and Kim(2015)의 연구에서는 근거 이론

적 분석을 실시하여 고령자의 은행 현금자동입

출금기(ATM) 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고령자

가 디지털기기에 대하여 학습하여 기기를 사용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위부 

자원을 활용하여 기기 사용에 익숙해지는 행동

들이 여러가지 전자기기의 사용으로의 확장시

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자동화기기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고 디

지털기기 사용에 있어 두려움이 적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자동화기

기에 대한 사용 경험은 디지털기기 이용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켰으며 다른 디지털기기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는 이

용성과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은행

자동화기기 사용경험을 이와 유사한 편의점에

서 택배를 보낼 때 응용함으로써 전자기기에 대

한 성과로 연계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Godfrey and Johnson(2009)은 디지털기기에 대

해 접근성이 높고 호의적인 장노년층은 온라인 

상에서 대인관계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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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고 전에는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새롭게 함으

로써 자부심과 자신감, 자부심 등을 얻을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기기에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본인 스스로 관심 

있는 정보를 얻음으로 인한 심리적인 만족을 느

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디지털기기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

극적인 태도를 지닌 장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디

지털기기를 이용하여 타인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에 참여하는 등의 디지털기기 이

용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

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2. 디지털 이용태도는 디지털기기 이용성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a)의 2018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주 이용목적은 

커뮤니케이션이 94.8%로 가장 높았으며, 자료 

및 정보획득이 93.7%, 여가활동 92.5% 순인 것

으로 나타났다. 즉,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 획득 등에 대한 이용

성과와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는 스트레스 감소 

및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정치참여 등의 사회활동을 통해 자존감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월석 등, 

2013; 강보라 등, 2014; Wright, 1999).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Wright(1999)의 연구에서 인터

넷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스트레스 대처능

력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디지털기기를 사용

하여 모바일 상에서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활

발하게 하는 장노년층들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네트워크도 더욱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는 삶의 만족

도가 향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노년층

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안준희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컴퓨터 또는 

인터넷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가 확장

되었으며 이에 대해 만족도를 느끼는 장노년층

이 우울이 감소하는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 결과,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대

인관계를 확장하는 활동은 자아통제감을 매개

로 하여 모바일 상에서의 대인관계 확장에 대해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통제감이 향상되었으

며 우울정도는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

다. 강월석 등(2013)은 정당 활동, 시민단체 등

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장노년층보다 활동

을 하는 장노년층이 스스로 시대를 앞서가고 있

다는 자존감이 높아짐과 동시에 삶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하였으며, 강보라 등

(2014)의 연구에서도 모바일을 사용한 높은 온

라인 정보활동 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디지털기기 이용

성과는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

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장

노년층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실시된 연구 중

에는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관한 관계를 통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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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가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나아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3.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는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는 디지털 이용태

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018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는 디지털정보

격차해소 정책의 연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

후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

초자료 제공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수

행되었으며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 도에 거주

하는 만 7세 이상의 일반 국민, 장애인, 저소득

층,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

써 표본크기는 15,000명이다(한국정보화진흥

원, 2018). 표본추출은 일반국민과 농어민은 광

역지자체별 층화확률비례추출 방식으로 설정

하였으며 그 외 집단은 광역지자체별 비례할당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2018

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료 대행 기관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설문에 의한 대인 면접조사

로 실시되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2018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는 성별, 거주 지역, 학

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디

지털 이용 동기, 디지털 이용 태도, 디지털 이용

성과 등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 디지털

기기 이용 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디지

털기기 이용성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5세 이상 2,303명 중에서 모

든 변수에 대하여 결측치를 제거하여 1,662명

을 최종 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

용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그리고 두 변

수의 관계에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통제변수는 성별, 거주

지역, 연령, 독거여부, 경제수준, 취업유무로 설

정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수

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

석을 진행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분석 및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다. 둘째,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3step 분석과 Sobel test를 

진행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가정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결과, 모

든 연속 변수들이 정상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회귀표준화 잔차들이 직선에 근접

하게 분포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산점도에

서도 잔차의 이분산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

서 Dubin-Watson 상관계수를 통해 오차항 간의 

자기상관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회귀모형의 

값이 1.824, 1.849, 1.849로 나타나 적합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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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

해 각 모형의 상승변령(VIF)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최솟값이 1.090, 최댓값이 1.842로 나

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상의 분석은 SPSS 25.0를 사용하여 시

행되었다.

3.3 연구의 주요변수

3.3.1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는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자신감, 태도 등에 대한 11문항으로 측정하

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새로

운 기술 및 제품에 잘 적응하는 편이다. 2) 새로

운 기술 및 제품의 기능을 잘 인지하고 효과적

으로 이용하는 편이다. 3) 새로운 기술 및 제품

을 이용할 때 스스로 활용방법을 습득할 자신이 

있다. 4)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을 활용하여 필요

한 정보를 획득할 자신이 있다. 5)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을 이용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잘 하는 

편이다. 6) 나는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능력이 

향후 지속적 경제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7) 나는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내 삶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8) 나는 어디에

서든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체크 

한다. 9) 나는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

려고 한다. 10) 나는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및 

SW 업데이트 등 디지털 기기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 한다. 11) 나는 내 자신을 평생 

학습자라고 생각하고 온라인 교육 등을 즐겨 수

행한다. 위의 문항들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의 기준에 근거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과 “매우 그렇다”= 4로 코딩하여 합산하여 평

균화 하였다. 응답범주는 1-4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적극적이거나 자

신감이 있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935로 나타났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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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측정을 위해 Diener et al.(1985)

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s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Satisfaction 

With Lifes Scale는 주관적 측면의 삶의 만족도

에 중점을 두고 측정하며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

과 같다. 1) 대부분의 경우에서  내 삶은 내 이

상과 가깝다. 2) 내 삶의 조건들은 매우 우수하

다. 3) 나는 현재 나의 삶에 만족한다. 4) 지금까

지 나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5) 내 삶을 다시 산다면 나는 거의 아무

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위의 문항에 대한 응

답범주는 각각 “매우 그렇지 않다”=1부터 “매

우 그렇다”=7에 이르는 7점 척도로 측정된 리

커트(Likert)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는 합산하였다. 응답범주는 5-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 가능하다. 

삶의 만족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89로 

나타났다. 

3.3.3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는 디지털기기(PC 또는 

스마트폰 등) 이용에 대한 실제 성과를 측정하

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문

항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여가 활동의 기회가 많아져 즐거워졌다. 2) 뉴

스나 새로운 소식을 더 빨리 알게 되었다. 3) 더 

많은 정보나 지식을 얻게 되었다. 4) 사회문제

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다. 5) 

새로운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알게 되는 기

회가 많아졌다. 6) 원격근무나 모바일 학습 등

으로 업무나 학업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7) 지

인들과 일상의 일들을 서로 공유하고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위의 문항들은 한국정보

화진흥원(2018)의 기준에 근거하여 “전혀 그렇

지 않다”=1과 “매우 그렇다”= 4로 코딩하여 합

산하여 평균화 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응답범주는 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기기를 이용할수록 지식이나 정보접근

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855로 나타났다.

Ⅳ. 연구 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55~64세가 1,047명(63.0%)으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65~74세가 556명

(33.5%), 75~84세가 58명(3.5%), 85세 이상 1명

(0.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시지역이 

1,423명(85.6%)이고 군지역이 239명(14.4%)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921명(55.4%)으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중졸 446명

(26.8%), 초졸 이하 156명(9.4%), 대졸이상 139

명(8.4%) 순으로 나타났다. 독거여부의 경우 비

독거가 1,528명(91.9%)였으며 취업여부 또한 

현재 일하고 있는 장노년층이 1,043명(62.8%)

으로 미취업인 장노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

별의 경우 남성(705명, 42.4%)보다 여성(957명, 

57.6%)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

득의 경우 300만원 미만 423명(25.5%), 200만

원 미만 389명(23.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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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구사회학  특성

구분

체
(n=1,662)

n %

연령

55-64세 1,047 63.0

65-74세 556 33.5
75-84세 58 3.5

85세 이상 1 0.1

거주지역
시 1,423 85.6
군 239 14.4

교육수준

초졸이하 156 9.4

중졸 446 26.8
고졸 921 55.4

대졸이상 139 8.4

독거여부
비독거 1,528 91.9
독거 134 8.1

성별
남성 705 42.4

여성 957 57.6

취업여부
미취업 619 37.2

취업 1,043 62.8

경제수준

200만원 미만 389 23.4
300만원 미만 423 25.5

400만원 미만 361 21.7

500만원 미만 254 15.3
500만원 이상 235 14.1

4.2 주요변수 특성

  본 연구의 주요변수는 종속변수로 삶의 만족

도, 독립변수로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매개변수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이며, 연구모형에 대한 분

석을 실시하기 전에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왜도와 첨

도를 살펴봄으로써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

였다.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종속 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5점에서 

33점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은 20.92(SD=4.26)

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디지털기기 이용태

도는 최소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최대 4

점 ‘매우 그렇다’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평균 2.29(SD=0.63)점으로 장노년층들은 

새로운 기술 및 제품에 대해 ‘잘 적응하는 편이

다’,‘스스로 활용방법을 습득할 자신이 있다’등

에 대해 본인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

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변

수인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는 최소 1점 ‘전혀 그

렇지 않다’에서 최대 4점 ‘매우 그렇다’까지 분

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 특성

변수 평균
표
편차

최소 최 왜도 첨도

삶의 만족도 20.92 4.26 5 33 -0.15 0.47

디지털 기기 

이용태도
2.29 0.63 1 4 0.08 -0.54

디지털 기기 

이용 성과
2.77 0.57 1 4 -0.37 0.10

4.3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분석 모형에 포함하는 

주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피

어슨 상관분석 결과,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디

지털기기 이용성과는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상관계수 및 유의수준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변수
삶의 
만족도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삶의 만족도 1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0.373*** 1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0.297*** 0.649*** 1
 * p<0.05, ** p<0.01, *** p<0.001

<표 3> 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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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매개효과 검증

결과

  본 분석에서는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디지털기기 이

용성과가 매개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

에 Baron and Kenny(1986) 매개효과 검증방식

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sobel-test로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은 첫째, 삶의 

만족도에 대한 디지털 이용태도의 영향 분석, 

둘째,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대한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의 영향분석, 셋째, 삶의 만족도에 대

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매개효과 분석으로 순

차적으로 진행하였다. 

4.4.1 삶의 만족도에 대한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의 영향 분석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대해 독립변수인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의 영향을 검증한 결과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β

=0.619, p<0.001). 즉, 디지털 이용에 대해 적극

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장노년층이 비적극적인 

장노년층보다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기기 이용태도가 삶의 만

족도와 연관성이 있으며,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

는 요소인 건강, 여가, 대인관계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기존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신용주, 구민정, 2010; 김희정, 2019; 

Dorin, 2007; Heo et al., 2011; Chou et al., 

2013; Seifert and Schelling, 2018).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거주지역 변수와 경제

수준 변수가 장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 거주지역의 경우 시에 거주하는 장노년층이 

군에 거주하는 장노년층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에 거주하는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주관적 건강인식, 노후

준비 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

과 일치하는 내용이었다(안기선, 김윤정, 2012; 

이윤진 등, 2013; 전명진, 문성원, 2016). 경제수

준 또한 장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되

고 있다(유재남, 2015; 서명희 등, 2017; 임안나,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

변인 B(ß) SE

독립변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0.565(0.619)*** 0.018

통제변수

연령 -0.020(-0.019) 0.022

거주지역 0.070(0.042)* 0.032
독거여부 0.056(0.026) 0.041

성별 -0.022(-0.019) 0.024

취업여부 -0.003(-0.002) 0.026
교육수준 0.004(0.006) 0.017

경제수준 0.052(0.122)*** 0.010

F 160.349***
R²(Adj. R²) 0.437(0.434)

* p<0.05, ** p<0.01, *** p<0.001

<표 4> 삶의 만족도에 한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의 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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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 2017).

4.4.2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대한디지털기

기 이용태도의 영향 분석

  <표 5>는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장노년층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있어 독립변수인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의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즉, 장노

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의 회귀계수는 

0.379(p<0.001)로서, 디지털기기 이용태도가 적

극적이고 긍정적인 장노년층일수록 디지털 상

에서 정보를 더 빨리 획득하거나 만족하는 것으

로 확인하였다.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연령, 독거여부, 성별, 

교육수준 변수가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1인 독거 가구인 장노년층에 

비해 2인 이상 다인가구로 구성된 장노년층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연령의 경우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일반적으로 디지털기기 이용은 연

령과 반비례하는 경향성을 갖는다(Kim et al., 

2017; Sum et al., 2008; Tirado et al., 2016; 양

정애, 장현미, 2014)는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이

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가 높다는 것인데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연구대상자 대부분

(1,603명, 96.5%)이 전기노인(74세 이하)에 해

당되어 장노년층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장

노년층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인 이상 다인가구가 독거가구보다 디

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높음은 디지털기기 이용

에 있어서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성원

이 있음의 여부가 이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황현정, 황용석, 2017). 

  성별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디지털기

종속변수 :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변인 B(ß) SE

독립변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2.558(0.379)*** 0.164

통제변수

연령 0.635(0.083)** 0.197

거주지역 0.536(0.044) 0.287

독거여부
-0.925

(-0.059)*
0.372

성별 0.548(0.063)* 0.218

취업여부 0.111(0.013) 0.231

교육수준 0.020(0.004) 0.152

경제수준 0.232(0.074)** 0.087

F 37.933***

R²(Adj. R²) 0.155(0.151)

* p<0.05, ** p<0.01, *** p<0.001

<표 5>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매개변수)에 한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독립변수)의 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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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용과 성과가 높다는 맥락(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2016; Tirado et al., 2016)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기

기 이용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컨텐츠를 이용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기기이용능력이 요구되기 때

문(김봉섭, 김정미, 2009; 정순둘, 2019; 신승윤, 

김동욱, 2019)으로 판단할 수 있다. 

4.4.3 삶의 만족도에 대한 디지털기기 이용

성과의 매개효과 분석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가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표 6>에서는 독립

변수, 매개변수를 함께 추가하여 독립변수의 회

귀계수와 유의미성 변화를 비교 분석해보았다.

  우선, <표 6>의 첫 번째 행과 같이, 장노년층

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의 

회귀계수가 0.565(p<0.001)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는 부분매

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aron and 

Kenny, 1986). 즉,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가 삶의 만족도에도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

향을 미치며, 부분적으로는 디지털기기 이용성

과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는 장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표 6> 삶의 만족도에 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 검증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

변인
매개변수 투입 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B(ß) SE B(ß) SE

독립 변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0.565

(0.619)***
0.01

2.183

(0.323)***
0.32

매개 변수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0.663

(0.090)**
0.09

통제 변수

연령
-0.020

(-0.019)
0.02

0.648

(0.085)**
0.08

거주지역
0.070

(0.042)*
0.03

0.490

(0.040)
0.04

독거여부
0.056

(0.026)
0.04

-0.962

(-0.061)**
0.37

성별
-0.022

(-0.019)
0.02

0.562

(0.065)**
0.21

취업여부
-0.003

(-0.002)
0.02

0.113

(0.013)
0.23

교육수준
0.004

(0.006)
0.01

0.017

(0.003)
0.15

경제수준
0.052

(0.122)***
0.01

0.198

(0.063)*
0.087

F 160.349*** 34.870***

R²(Adj. R²) 0.437(0.434) 0.160(0.155)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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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상에서 발견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

개효과 유의성을 Sobel test를 통해서 검증해본 

결과, 매개변수의 검정량이 7.171로 나와, 유의

수준 0.001 내에서 Z≥｜1.96｜의 조건을 충족

하여 부분매개가 있음으로 검증됨으로써 디지

털기기 이용태도는 그 자체로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침과 동시에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통

해서도 장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1인 

독거 가구인 장노년층에 비해 가족 구성이 다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을수록, 남성일수록, 경제수

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하였

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만 55세 이상 장노년층 1,662명을 

대상으로 디지털기기 이용태도가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디지

털기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장노년층이 부정적인 태도를 형

성한 장노년층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을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장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그 관계를 매개할 것이

라고 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

진흥원의 2018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원 자

료를 활용하였으며,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식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

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결과 및 논

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이는 신

기술 및 제품에 잘 적응하거나 사용에 있어 자

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장노년층들이 상

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장노년층

들에 비해 심리적 행복감을 비롯한 삶의 만족도

가 높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용주, 구민정, 2010; 김희정, 2019; 

Dorin, 2007; Heo et al., 2011; Chou et al., 

2013; Seifert and Schelling, 2018). 

  둘째, 장노년층의 디지털 이용태도는 디지털 

이용성과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

다. 이는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선행연구(김예원 

등, 2018; Godfrey and Johnson, 2009; Sun et 

al., 2013; Chung and Kim, 2015)들과 동일한 

맥락이다. 즉, 장노년층이 디지털기기를 사용함

에 있어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사용하고 있는 디지

털 기기를 활용하여 고급기능을 사용하거나 새

로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

로써 기기 사용에 대한 자신감 등에 대한 태도

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노년층의 디지털기기 이용태도가 디

지털기기 이용성과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

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디지

털기기 이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장노년층

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

났고 최종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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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안준희 등, 2011; 심선희, 문재영, 2012; 

Yoon et al., 2015; Jung et al., 2017; 정민숙, 이

유리, 2012; Dorin, 2007; Ballantyne et al., 

2010; Teh et al., 2010; Kang et al., 2014; Chiu 

et al., 2016; Song and Chen, 2019).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

을 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디

지털 이용성과 간의 유의한 분석결과를 통해 장

노년층의 디지털 이용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는 긍정적인 디지털 이용태도를 형성하는게 

중요하다.

  특히 긍정적인 디지털 이용태도는 개인의 특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자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 이용 프로그램이 제공

되어야 한다. 문영환 등(2017)의 연구결과에서

도 디지털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

수록 개방적이거나 외향적인 성격일수록 디지

털기기 이용에 적극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

서,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화 교육을 

제공할 때, 연령이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즉, 장

노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 제공하기 전 개인의 

정보화 수준 및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사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수준에 따른 프로

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노년층이 새로운 기술

을 수용할 때 거부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교육전문기관 선정 및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디지털기기 이용 교육의 

경우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고급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의 중고급 과정은 

민간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

속적으로 장노년층들이 디지털기기 이용의 성

취감을 느끼고 이는 긍정적인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이용태도가 이용성과를 매개하

여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분

석결과는 디지털이용태도와 이용성과 두 요인

을 디지털기기를 단순히 다루는 능력을 뛰어넘

어 장노년층 삶에서 필수적인 요인으로서 고려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노년기의 전

반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

는 장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안기선, 김윤정 

2012; 이윤진 등, 2013; 전명진, 문성원, 2016)

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노년층이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키오스크, 현금자동입출금기 등과 같은 

무인단말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

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무인단말

기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노년층들은 이

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식당에 가도 

주문을 못하고 나오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

다. 따라서 무인단말기의 글자크기를 크게 하거

나, 외래어 및 서비스 이용 단계 간소화, 기기 

이용에 대한 음성안내 등이 고려되야 하며, 이

용방법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창구 및 인력을 

배치한다면 장노년층이 삶 속에서 디지털기기

를 이용하거나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데 있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에 IT업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

고 있는 장노년층들을 활용하여 동년배를 위한 

디지털기기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은퇴 직후 활

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노년기 일자리 창출

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이용기기와 성과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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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아가 디지털 이용 태도와 성과, 삶의 만

족도 간의 관계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디지털이

용의 주관적인 태도가 실제 장노년층의 삶에 미

치는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는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자료의 한계로 인

해 장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지지 등의 사회·심

리적인 변수를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

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장노년층의 

신체·심리·사회적 변수들과 디지털 이용동기·

이용목적 등 대한 변수 추가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장년층과 노년층이 다른 사회문

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을 감안했을 때, 연

령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디지털기기 이

용과 성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

는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 추후 발간 된 디지털 관련 데이터

를 활용하여 장노년층의 디지털 실태 및 이용현

황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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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User Attitude towards Digital Device of the 
Middle and Older Adults on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of the Utilization Performance of Digital Device

Kim, Su Kyoung․Shin, Hye Ri․Kim, Young Sun

Purpose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utilization performance of digital devi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ser attitude and life satisfac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Using the data of 2018 Digital Divide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NIA), th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by Baron & Kenny (1986) 's 3 step process, 

targeting 1,662 adults older than 55. 

Findings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user attitude of middle and older aged peopl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effect of user Attitude towards Digital Device of middle 

and older citizens is partially mediated by the utilization performance of digital dev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when providing informatization education in the local community to 

promote the use of digital devices for the elderly, efforts should be made to grasp the level and 

inclination of informatization individually, and furthermore present improvements for wireless 

devices that the elderly can easily access in their daily live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groundwork for a practical intervention to boost positive attitude towards using digital device to 

enhance the utilization performance of digital device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nd older 

aged people.

Keyword: Middle and Older Aged Adults, Attitude towards Digital Device, Life Satisfaction, 

Utilization Performance of Digita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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