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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의 목 은 고령층의 온라인 정보활동이 삶의 만족감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온라인 정보활동은 

크게 ‘정보활용수 ’, ‘정보활용시간’, ‘정보기기활용수 ’으로 범주화하고, 삶의 만족감은 행복감, 건강상태, 경제상태를 

포함하여 측정하 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490부의 응답지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총 341부를 SPSS 

19(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와 Amos 통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고령층의 온라인 정보활용 

수 과 온라인 정보활용 시간은 각각 정보기기활용 수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기기를 활용하는 

수 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의 만족감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라인 정보활용 수 과 온라인 

정보활용 시간은 그들의 삶의 만족감에는 직 인 향은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online information activities of 

older adult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Online information activities were categorized into ‘information 

use ability’, ‘information use time’, and ‘information device use ability’, and the life satisfaction included 

such as ‘feeling of happiness’, ‘physical condition’, and ‘economical condition’. A total of valid 341 responses 

were examined and analyzed to test the research model using SPSS 19 and Amos. It found that the online 

information use ability and the online information use time had a positive effect to the information device 

use ability; it showed that the higher the information device use ability the higher their life satisfaction. 

However, the online information use ability and the online information use time had no effect to the older 

adults’ life satisfaction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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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시 에 어들면서 정보이용자와 정

보제공자의 경계는 차 모호해 지고 있다. 

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온라인 정보활동에 한 심이 높아져 인터넷 

정보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기기와 응용소 트웨어 개발은 원격서

비스와 원스톱서비스의 실 을 가속화시켜 생

활패턴을 간소화시켰고, 온라인 정보활동은 일

상생활을 하는데 필수 인 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한편 국가 인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에 

한 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으로 2000년

에는 고령화지수가 7.0%를 웃돌며 고령화사

회1)로 진입하 으며 2014년 재 12.7%를 기

록하여 2020년에는 고령사회에 근 할 것이

라고 상되고 있다(통계청 2013). 고령층은 

육체 ․인지  약화와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

로 고립감과 소외감을 경험하는 세 이나 여

히 친교활동을 통해 정신  안녕을 추구하고자 

하는 고령층의 특성에 따라(강월석, 김명숙, 고

재욱 2013) 이들의 온라인 정보활동은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이자 인 계의 폭을 넓  정

인 태도로 사회활동을 증가시켜 즐거움을 가

져다  것이다(White 2002).

재 우리나라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인터

넷 이용률은 26.8%로 집계되어(한국인터넷진

흥원 2013)  국민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여 히 소수의 노인집단만이 인터넷

에 한 심을 나타내고 있어 불균등한 정보

분배와 불평등한 사회 참여기회로 이어질 우려

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한 정보복지 

정책을 강구하여 불평등한 정보혜택을 경험하

는 이용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도 양질의 

정보와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릴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박 미 

2004). 사회  네트워크 형성이 고령층의 역할 

상실과 소외에서 나타나는 외로움을 경감시키

고 신체 ․심리  쇠퇴 방과 극 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 인 노화를 성취할 수 

있다는 (김 화 2006a)에 따라 고령층의 

정보화 경험은 노후의 안정된 생활로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 인 수단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인터넷과 정보기기

를 이용하는 고령층을 상으로 이들의 온라인 

정보활동이 삶의 만족감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온라인 정보

활동을 크게 ‘정보활용수 ’, ‘정보활용시간’, ‘정

보기기활용수 ’으로 나 었고, 삶의 만족감은 

행복감, 건강상태, 경제상태를 포함하여 측정하

다. 한 고령층의 온라인 정보활동에 있어

서 정보활용 수 과 정보활용 시간은 정보기기 

활용수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부가 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1) UN이 제시하는 기 에 따르면 고령화사회는 고령화지수가 7%, 고령사회는 고령화지수 14%, 고령사회는 고

령화지수가 20%로 구분됨. 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의 진입 상 소요시간은 불과 17년으로 일본 24년, 랑

스 115년, 국 46년, 미국 72년과 비교해도 유례없이 빠른 진행속도를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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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2.1 온라인 정보활동

김용근, 유 성(2007)은 정보활동에 해 다

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 필요성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 정보만을 선별하는 것으로 정보

획득과 동시에 가공하여 달하는 일련의 정보

검색 과정이라 정의하며, 최성모(1998)는 정보

화에 해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를 바람직하게 

개 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이며 정보활동을 사

회변화 수단으로 인식하 다. 이와 같은 정보

기술의 발 과 유비쿼터스 환경은 정보사회로 

진화하는 진제로서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와 

함께 개인을 둘러싼 사회․경제․문화 요소를 

변화시켰다. 그러나 고령층은 다른 세 에 비

해 정보기기 소유정도가 낮고 단방향 매체인 

TV나 라디오에 익숙하기 때문에 인터넷과 같

은 양방향성 정보활동이 익숙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김수  2000; 장혜란 2002; 김

선호 2003; 김주  2009; Selwy et al. 2003; 

Freese, Rivasb and Hargittaic 2006).

DiMaggio and Hargittai(2001)는 인터넷 

정보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소를 (1) 기술장비

(Technical apparatus), (2) 자율성(Autonomy), 

(3) 기술(Skill), (4) 목 (Purpose), (5) 사회

 지원(Social support)으로 설명하 다. ‘기

술장비’는 고 성능의 정보기기 보유와 인터넷 

속 가능성 여부는 정보활동에 직․간 인 

향을 미치며, ‘자율성’은 자유로운 인터넷 사

용으로써 정보이용의 효율성과 정보활동 시간

을 결정짓는 요소라 설명하 다. ‘기술’은 정보

를 효과 으로 사용하기 한 개인의 능력이며, 

문 인 정보활동과 경험을 통해 경제  자원

인 노하우를 획득하는 것이 요하다고 강조하

다. ‘목 ’은 효과 인 인터넷 활용을 가능하

게 하여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라고 설

명하 다. 마지막으로 ‘사회  지원’은 정보활동

을 하게하는 동기로써 만족하는 정보활동은 성

취감을 느끼게 하여 인터넷 이용을 자극하는 것

이라 설명하 다. 

이용자는 온라인을 통한 정보획득에 한 선

호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활동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며, 정보와 동일시

되는 사회  자본의 증가로 정보 생산자  정

보소비자로서 큰 역할을 차지하므로 이용자의 

정보활동 능력은 요하다고 할 수 있다.

Hargittai(2002)은 정보활동 능력에 해 정

보요구를 가장 효율 으로 해결하는 능력으로

써 이는 이용자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미디어 이

용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 다. 부

분의 이용자는 의사소통이나 정보검색을 하고

자 정보기기나 웹을 사용하므로 이용자 간의 정

보이용 차이를 논의하기 해서는 사용수 (질

)과 사용시간(양 )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고 주장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 정보활동

을 결정짓는 요소로써 ‘정보활용수 ’과 ‘정보활

용시간’, ‘정보기기활용수 ’을 요 변수로 설

정하 다. 

2.2 고령층의 정보활동 특성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은 개인의 생활을 한 

필수  수단이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필요에 

따라 서비스 근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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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령층의 온라인 정보활동은 정보사회를 

하기 해 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2013년 인터

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의 우

리나라 고령층의 인터넷이용률은 2009년 20.1%

에서 2013년 26.8%로 꾸 한 증가추세를 보이

며, 이용자수 역시 2009년 1,460명에서 2013년

에는 2,300명으로 약 840명 증가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그림 1> 참조).

연령 별로 인터넷이용률을 비교하면, 10  

99.7%, 20  99.9%, 30  99.7%로 은 세  

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40 와 50  역시 이들과 큰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반면 60 과 70세 이상은 년도

와 비교했을 때, 각각 3.3%와 1.6% 증가한 것

으로 집계되었지만 여 히 타 연령집단과는 큰 

차이를 보 으며, 특히 70세 이상 집단은 11.3%

로 매우 낮은 이용률을 보 다(<표 1> 참조). 

<표 2>는 인터넷 이용 목 을 연령 별로 제

시한 것으로,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령층은 

다른 세 에 비해 인터넷 이용의 큰 차이를 보

으나 이들 역시 개인 생활을 해 인터넷을 

활용하며 사회참여와 경제생활 그리고 여가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 에서 정보활동에 참여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는 고령층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황을 제시한 것이다. 고령층은 여가활동이나 생

활정보를 획득하고자 자정부(38.1%)서비스

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메신 (34.6%), 자우편(19.1%), 

인터넷뱅킹(11.1%), SNS(9.5%), 인터넷쇼핑

(7.3%) 순서로 확인되었다.

<그림 1>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인터넷이용률  이용자수 

년도 10 20 30 40 50 60대 70세 이상

2012 99.9 99.9 99.5 89.5 60.1 38.5 9.7

2013 99.7 99.9 99.7 96.8 80.3 41.8 11.3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표 1> 연령별 인터넷이용률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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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0 20 30 40 50 60세 이상

정보획득 93.7 99.8 99.8 98.2 91.6 74.7

여가활동 97.2 97.6 93.3 82.9 68.6 50.2

커뮤니 이션 91.9 99.6 98.7 92.7 76.1 45.0 

온라인상거래 28.6 81.4 73.0 47.7 22.6 7.8

인터넷 융 7.8 62.1 71.8 51.6 30 12.1

홈페이지 운 45.2 67.3 50.9 29.7 14.3 5.4

교육․학습 56.9 28.7 8.4 6.0 2.7 1.2

커뮤니티 18.1 30.8 25 14.5 8.9 3.4

SW 다운로드 11.6 22.1 16.7 12.2 6.2 2.2

구직활동 4.3 27.0 11.9 6.0 2.4 1.1

일공유 7.0 14.1 11.4 6.1 2.2 0.5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표 2> 연령 별 인터넷 이용 목

<그림 2>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서비스이용률(%)

Phang et al.(2006)은 고령층의 인터넷 이

용을 확 시키기 해서는 자정부 서비스를 

활성화를 강조하 다. 자정부서비스의 시행

은  국민의 동등한 이용에 을 맞추므로 

자연스럽게 고령층의 정보활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 다. 한 이를 통하

여 고령층의 자아실 과 개인성장을 도와 정보

시스템에 한 학습을 유도할 것이며, 정보활

동에 한 정  효과를 이끌기 해서는 고

령층이 선호하는 정보매체를 악하여 정보요

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정

보제공처가 형성되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

하 다.

2.3 고령층의 정보활동과 삶의 만족감

정보기술의 발 으로 필요에 따라 온라인상

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

고 이는 개인의 목표 성취와 자아실 을 한 

수단으로써 삶의 만족감을 향상시켰다. 

Neugarten and Havighurst(1961)은 삶의 

만족감을 주변 환경의 응으로 개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 활동의 기쁨과 만족을 통해 

스스로에 한 책임감을 가지는 정도라고 설명

하 으며, Bruce(1998)은 특정행동에 한 정

서  반응과 물질  반응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라고 정의하 다. 즉, 삶의 만족감

은 자기 만족감과 사회  계형성으로부터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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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즐거움으로 미래에 한 기 와 재 생

활을 정 으로 보는 주 인 만족감이며 개

인의 심리 , 환경  요인에 향을 받는 복합

인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보활동은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양

한 경로로 자료를 수집한 후 필요 정보를 선별하

여 획득함과 동시에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가공

하여 달하는 정보검색과정이며(김용근, 유

성 2007), 특히 고령층의 정보활동은 사회  네

트워크 형성으로 정신  건강을 유지시키는 장

치로써 외로움을 완화하고 생활을 풍요롭게 한

다고 설명할 수 있다(이 룡 2007; Karavidas, 

M et al. 2008; Ali Haydar et al. 2012). Sum 

et al.(2008)은 사이버상의 사회  네트워크 형

성은 신체 , 심리  쇠퇴를 방하거나 정신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성공 인 노화를 성취

할 것이라 강조하 다. 고령층에게 삶의 만족

감은 성공 인 노화의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주 인 안녕으로 외로움을 완화시키고 정

인 심리상태로 행복을 표 할 수 있는 정도

라 할 수 있다(최인근 2007).

Havighurst(1963)는 활동이론(The Activity 

theory)을 통해 성공 인 노화가 가능하다고 주장

하 다. 활동이론은 탈참여이론(Disengagement 

theory)2)과 반 되는 개념으로 신체 ․정신

․사회  활동 수 을 유지하고 발 시켜 탈

참여를 피하게 하는 것으로, 성공 인 노년기를 

경험하는 노인은 첫째, 지나온 삶을 만족하고, 

둘째, 동년배와 비교했을 때 재의 상황을 만족

하며, 셋째, 정 인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라 

규정하 다. 다수의 고령층은 여가생활 혹은 

사회활동으로 결핍으로 인한 외로움을 경감시켜 

활동수 을 유지하거나 발 시키려고 하는데 이

는 성공  노화의 요한 요소이며 만족감을 느

끼는 상태와 동등하다고 설명되어진다(김 화 

2006b). 이러한 에서 고령층의 인터넷 기반

의 정보활동은 사회  상호작용과 잠재 인 친

분형성으로 외로움을 완화시키고 삶의 만족을 

도울 수 있는 장치로써 활용가능하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의 목 인 고령층의 온라인 정보활동

과 삶의 만족감을 악하고자 <그림 3>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 다. 연구변수로는 ‘정보활용

수 ’, ‘정보활용시간’, ‘정보기기활용수 ’, ‘삶의 

만족감’이며, 이들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보활용수 ’은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에

서 제시한 정보의 질 활용을 말하며 여가활동, 

가사, 업무, 사회활동 등 개인용무를 한 의사

소통 장치로써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Baake 

(1997)와 Moser(1999)는 필요한 정보를 탐색

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정보이용능력이라 하

다. 특히, DiMaggio and Hargittai(2001)는 정

보요구를 충족시키기 한 경제  자원이자 인

터넷을 효율 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기술(Skill)

이라 표 하며, 정보활동수 을 높이기 해서

는 ‘노하우(Know-how)’를 가지는 것은 요

하다고 설명하 다.

 2) 고령층이 필연 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사회  은퇴 후 공  역할을 그만 둔 고령층이 사회  활동을 벗어나 가족

이나 친구들의 좁은 세계로 들어감으로써 다른 세 와 소통이 어드는 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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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용시간’은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에

서 제시한 정보의 양 활용을 말하며, 정보이

용여부  이용시간을 뜻한다. Hargittai(2002)

는 부분의 이용자는 정보검색이나 생활을 

하고자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격차

를 논의하기 해서는 이용자의 활용수 (질

)과 활용시간(양 )에 따라 근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이는 정보활용능력을 확장시키기 

한 가장 효율 인 방법이라 설명하 다. 

‘정보기기활용수 ’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

보기기를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태블릿 PC

와 스마트폰 등 신 인 기기의 등장으로 소  

모바일 명의 시 를 맞이하여 정보습득, 업무, 

여가활동을 해결하는 과정이 간소해짐에 따라 

정보자원에 근하는 기회와 활용능력을 ‘가진 

자(have)’와 ‘갖지 못한 자(have nots)’로 구분

되어 이들 간의 경계선이 생긴다고 하 다(강월

석, 김명숙, 고재욱 2013; 한세억, 장덕주 2009).

‘삶의 만족감’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써 만족을 느끼고 자신에 한 책임의식을 가지

는 것이라 정의되며, 노후에 한 만족과 목표 

달성으로 육체 ․정신  평온함을 갖는 정도

로 설명할 수 있다. 한 앞서 제시한바와 같이, 

고령층의 정보활동은 사회  고립감을 완화시

키고 자신감을 향상시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

킨다는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KT경제

경 연구소(2011)는 스마트폰 사용 후 신속한 

정보활동과 정보습득으로 다양한 여가활동과 

사회참여를 실 시켜 삶의 만족도를 상승시켰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 건강

상태, 그리고 경제상태를 삶의 만족감을 측정하

는 항목으로 설정하 다. 

연구변수들을 요약․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이들 변수 간의 인과 계를 동시에 분석하고

자 <그림 3>과 같이 구조방정식으로 연구모형

을 설정하 다. 연구모형에서 정보활용 수 과 

정보활용 시간은 정보기기활용수 에 향을 

미치고 정보활용 수 , 정보활용 시간, 정보기

연구변수 측정항목 참고문헌

정보활용

수

온라인 정보검색 활용수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Baake(1997)

Moser(1999)

DiMaggio and Hargittai(2001)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수

온라인 쇼핑 활용수

자행정 활용수

정보활용

시간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시간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Hargittai(2002)

자행정 활용시간

온라인 정보검색 시간

온라인 쇼핑 시간

정보기기

활용수

스마트폰 활용수 강월석, 김명숙, 고재욱(2013)

한세억, 장덕주(2009)

DiMaggio and Hargittai(2001)

휴 폰 활용수

컴퓨터 활용수

삶의 

만족감

행복감 김 화(2006)

KT경제경 연구소(2011)

Havighurst(1963)

건강상태

경제상태

<표 3> 연구변수에 한 조작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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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모형

기활용 수 은 삶의 만족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상에서 언 한 연구변수를 활용하여 고령

층의 온라인 정보활동과 삶의 만족감을 분석하

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고령층의 온라인 정보활용 수 은 

정보기기활용 수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고령층의 온라인 정보활용 시간은 

정보기기활용 수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고령층의 정보기기활용 수 은 삶

의 만족감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고령층의 온라인 정보활용 수 은 

삶의 만족감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5] 고령층의 온라인 정보활용 시간은 

삶의 만족감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3.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구와 근교

지역의 노인복지 을 이용하는 만 60세 이상 고

령층을 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하여 주로 1:1 

면 면 방법으로 진행하 다. 설문지는 크게 

(1) 응답자정보-행복감, 건강상태, 경제상태 포

함, (2) 정보기기 보유 실태, (3) 정보활동 목 , 

(4) 정보활용 수 , (5) 정보활용 시간, (6) 정보

기기활용 수 으로 구성되었다. 노인복지 의 

조를 얻어 설문기간은 2013년 3월부터 4월 9

일까지 총 15일간 진행되어 총 490부를 수집하

다. 

4. 분석 결과

4.1 표본의 구성  특성

설문조사에서 수집한 490부의 응답지  불

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총 341부를 SPS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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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를 이

용하여 기술  통계를 분석하 고, 이들의 인

구통계학  특성은 <표 4>와 같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145

명, 여성 196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으며 

연령 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37명으로 가

장 었으며 70 가 198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반 으로 ‘ 등졸 이하’, ‘ 졸’, ‘고

졸’, ‘ 졸’ 순서로 나타났다. 연령 별로 살펴보

면, ‘ 졸’ 출신이 가장 많이 포진된 60 를 제외

한 모든 연령층은 ‘ 등졸 이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상황은 ‘ ’, ‘ 하’, ‘하’, ‘ 상’, ‘상’ 순서

로 나타났으며  연령 에서 ‘ ’을 가장 많이 

선택하 다. 

건강상태는 ‘건강’, ‘보통’, ‘나쁨’, ‘매우 건강’, 

‘매우 나쁨’ 순서로 나타났으며 연령 별로 살

펴보면, ‘보통’을 가장 많이 선택한 60 를 제외

한 모든 연령층은 ‘건강’을 주로 선택하 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 소도

시’, ‘ 역시’, ‘군’ 단  지역 순으로 나타났으며, 

60 는 ‘ 역시’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다른 연령층은 주로 ‘ 소도시’에 거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연령

총 인원수
60 70 80세 이상

성별
남 32 88 25 145

여 74 110 12 196

연령 별 인원수 106 198 37 341

학력

등졸 이하 24 73 17 114

졸 34 65 8 107

고졸 31 44 9 84

졸 이상 17 16 3 36

경제

상황

하 12 32 10 54

하 20 41 10 71

62 114 14 190

상 10 9 3 22

상 2 2 - 4

건강

상태

매우 나쁨 3 3 2 8

나쁨 24 45 4 73

보통 39 60 8 107

건강 36 77 21 134

매우 건강 4 13 2 19

거주

지역

역시 55 60 5 120

소도시 27 89 17 133

군 24 49 15 88

<표 4> 연구 상자의 인구통계학  분석
(단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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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모형 검증

4.2.1 타당성  신뢰성 검증

타당성(Validity)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 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써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탐색  요인분

석을 통해 측정 변수  공통 요인을 묶어 연구

변수의 동일구성개념을 측정하 다. 주성분분

석을 통해 상 계수가 높은 변수들을 조합하여 

베리멕스(Varimax) 직교회  하 고 요인의 수

는 아이겐 값(Eigen value) 1을 기 으로 결정

하 다. <표 5>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재부

하량(Factor loading)이 ±0.5 이상으로 도출되

어 변수 간의 상 계가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뢰성(Reliability)은 동일 개념을 독립된 

측정방법으로 분석할 때, 측정결과가 일 성 있

고 정확하게 나타나야 하다는 것을 뜻하며 일반

으로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요인들 간의 일

성을 확인할 때 신뢰도 분석을 활용한다. 크론

바흐 α(Cronbach's α)는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신뢰도 계수가 0.7 이상은 바람직하며, 

0.8 - 0.9 값은 신뢰도가 높다고 해석 될 수 있

다. 반면, ‘삶의 만족감’ 항목의 신뢰도 계수는 

이보다 낮은 결과를 보 으나 구조방정식의 

Model Fit이 권장값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

에서는 채택하 다(<표 6> 참조).

요인
Cronbach's α

1 2 3 4

정보활용

수

정보검색 .864 .002 -.048 .041

0.78
커뮤니티 .756 .046 .062 .031

쇼핑 .724 .208 -.023 .007

자행정 .723 .299 -.039 -.077

정보활용

시간

커뮤니티 .097 .795 -.038 -.055

0.72
자행정 -.001 .767 .012 .005

정보검색 .192 .701 .043 .012

쇼핑 .187 .690 -.008 .073

정보기기

활용수

스마트폰 -.048 -.061 .809 .128

0.75휴 폰 .010 .004 .808 -.031

컴퓨터 .000 .058 .789 .153

삶의 

만족감

행복감 -.003 .019 .143 .796

0.49건강상태 -.032 -.032 -.109 .716

경제상태 .056 .046 .264 .556

아이겐 값(Eigen value) 3.14 2.25 1.64 1.31

% 분산 22.47 16.07 11.70 9.33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5>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결과 



고령층의 온라인 정보활동과 삶의 만족감 계 분석  169

지표 합도 권장값

/df 1.277 (= 90.647, df= 71) <3

RMSEA 0.051 <.1

CFI 0.957 >.9

<표 6> 연구모형의 합도

경로계수 t값 P

정보활용수  ⇔ 정보활용시간 0.11*** 6.557 ***

<표 7> 공분산행렬(Covariances matrix)

4.2.2 모형 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SPSS와 연동이 가능하며 공

분산행렬분석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 SPSS 

Amos 2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 

ence Amos)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

다. 먼 , 제시한 연구모형의 합성을 검증하고

자 공분산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을 진행하 다. 합성을 단하기 한 

인 기 은 없으나 Chi-Square 통계량이 표

본의 크기나 찰변수에 민감하므로, 최 상태

를 도출하기 해 몇 개의 합도 지수를 참고

하여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df, 모형의 

반  합도  RMSEA와 증분 합지수  

CFI를 조사하 으며, 복잡한 모형이 아니므로 

간명 합지수는 서술하지 않았다. <표 6>에 제

시된 바와 같이 평가지수들이 권장값을 만족하

고 있으므로 연구모형이 합하다 설명할 수 

있다.

일반 으로 구조방정식은 설정한 연구모형

이 가능한 한 많은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

인하기 해 공분산행렬 분석을 실시하는데, 

<표 7>과 같이 유의수  0.001에서 경로계수가 

0.11로 정 (+)인 향 계를 나타내어 두 변

수  하나의 값이 상승하면 다른 값도 상승할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4.3 가설 검증결과

먼 , “고령층의 온라인 정보활용 수 은 정

보기기활용 수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

다.”라고 가정한 [H1]의 경로계수는 유의수  

0.05에서 0.717로 나타나 이 연구가설은 채택되

었으며, “고령층의 온라인 정보활용 시간은 정

보기기활용 수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

다.”라고 가정한 [H2]의 경로계수 역시 유의수

 0.05에서 0.508로 도출되어 연구가설은 채택

되었다. 마찬가지로 정보기기활용 수 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유의수  0.05에

서 0.178로 나타나 [H3] 역시 채택되었다. 반면, 

“고령층의 온라인 정보활용 수 은 삶의 만족감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가정한 

연구가설 [H4]와 “고령층의 온라인 정보활용 시

간은 삶의 만족감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

다.”라고 가정한 [H5]의 경로계수는 통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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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수 을 나타내지 않아 기각되었다. 

고령층의 온라인 정보활동과 삶의 만족감 간

의 향 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정보활용 수 은 정보기기활용 

수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온라인 활동과 정보콘텐츠 이용 경험이 많

은 이용자는 정보기기를 이용하는데 부담감을 

덜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 정보활용 시간은 정보기기활용 

수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고령층은 은퇴 후에 비교  많은 시간  여

유를 확보 하고 있음에도 노후를 즐기고 안정

된 생활을 한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에서 이들의 정보화 경험은 유익한 노후생활

을 한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셋째, 정보기기활용 수 은 고령층의 삶의 만

족감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은 컴퓨터이용 수 을 높이고 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고령

층의 외로움을 완화시켜 생활만족도의 향상을 

돕는다는 에서 컴퓨터의 요성은  요

해지고 있다(Bilt-Cohen et al. 2004). 강월석, 

김명숙, 고재욱(2013)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이용 수 은 이용성과 보다 삶의 만족감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더 요한 변수라고 나타났

으며 스마트폰 이용은 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이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생활

반에 걸쳐 편리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하 다.

넷째, 온라인 정보활용 수 은 삶의 만족감

에는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악되었다. 유사한 연구에서, 유용식 손호

(2010)은 인터넷이 고령층의 고독감을 완화시

킬 것이라는 가설로 분석을 진행하 지만, 오

히려 인터넷활용 동기로써 고독감을 설명하

다. 즉, 편리한 응용도구 활용과 다양한 정보콘

텐츠의 근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활용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요소로써 삶의 만족감 향

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온라인 정보활용 시간은 삶의 만족

감에는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악되었다. 김 화(2006b)의 연구에도 고령

층의 정보활용 능력이 삶의 만족감과 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역시 향정도는 

높지 않았다. 이는 비교  고령층의 정보활용 

능력이 높지 않은 것이 그 이유라 사료된다. 그

러나 많은 연구에서 확인하 듯, 은퇴 후 배우

자와 사별을 경험하고 사회 계의 축소로 고독

감을 겪는 고령층들이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

킨다면 여가활동 결핍으로 인한 고립감을 완화 

시켜 정 인 미래를 내다보게 하며 성공 인 

노화를 도울 것이라 상된다(<표 8> 참조). 

가 설 경로계수 t값 P 검정결과

H1 정보활용수  ⇒ 정보기기활용수   0.717**  2.361  0.018 채택

H2 정보활용시간 ⇒ 정보기기활용수   0.508**  2.842  0.004 채택

H3 정보기기활용수  ⇒ 삶의 만족감   0.178**  2.987  0.003 채택

H4 정보활용수  ⇒ 삶의 만족감 0.124  1.135  0.256 기각

H5 정보활용시간 ⇒ 삶의 만족감 -0.075 -0.503 -0.503 기각

<표 8> 연구가설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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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가설의 경로분석 결과

가설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본 연구의 

경로분석결과는 <그림 4>와 같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의 목 은 고령층의 온라인 정보활동

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해 구와 근교지역에 거주

하는 만60세 이상 고령층 341명의 설문 데이터

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특정 연령층(70 )의 

과  표집, 지역  제한, 연구모형에서 제한

인 변수설정 등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층의 온라인 정보활용 수 과 온

라인 정보활용 시간은 각각 정보기기활용 수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층은 정보기기를 활용하는 수 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의 만족감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령층의 온라인 정보활용 수 과 온

라인 정보활용 시간은 그들의 삶의 만족감에는 

직 인 향은 미치지는 않았다. 이는 고령

층이 다른 세 에 비해 인터넷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정보활용의 정도가 낮은 것이 그 이유라

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한 지속

인 정보화 교육과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온라인 정보활동 참여를 유도한다면 그들의 삶

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이 분야에 한 보다 

구체 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토 가 되길 기

하며,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고령층의 삶의 만

족감을 향상시키기 한 정보복지 정책 방향 

설정에도 기 인 자료로 활용되어지길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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