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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sed the needs of the elderly in computer education, their preference and demands 

for computer education to enhance the quality of information welfare for the elderly, and presented a 

computer education model for higher quality information welfare for the elderly to maximize the 

effect of computer education. For this study, variables were selected from previous studies and by 

the researcher to present a computer education model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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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인구 10명 중 1명으로 12.7%,  

2040년은 인구 10명 중 3명으로 32.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1].

이렇게 빠른 고령화와 더불어 정보화의 속도도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정보화에 따른 정보기술의 변화에 대

한 노인들의 변동대응능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보사회는 정보를 중심으로 성장･발전하는 것으로서 정보

화로 인한 국가경쟁력은 사회 전체의 지식과 정보를 생산･유
통･활용하는 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회형태가 정보와 지식

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오늘날, 지역정보화사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개발과 관련된 당면문제를 해

결하여 지역 간･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의 중심에

는 노인정보화라는 과제가 존재한다[2].

노인의 컴퓨터 활용은 그야말로 생활의 패턴 자체를 긍정적

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보화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기술이며 

활력소이다. 컴퓨터 기술을 일상생활에 도입하여 외부세계와의 

유대관계를 확장시키며 취미･오락을 즐기면서 외롭지 않은 생

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배제

된 연령적인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제한을 인터넷활용

을 통해서도 변화시킬 수 있다[3].

하지만 노인의 컴퓨터 활용의 토대가 되는 노인컴퓨터교육

과 관련된 연구들은 일부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노인컴퓨

터교육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수요 등 단편적인 연구만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노인컴퓨터교육 수강자들

을 대상으로 노인정보복지 수준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인 차원

에서 노인컴퓨터교육 수강자들의 욕구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

리고 그들의 컴퓨터교육에 대한 선호도와 요구도를 분석․파악

하여 노인컴퓨터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노인정보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컴퓨터교육의 모형을 정립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

에서는 그동안 노인컴퓨터교육과 관련하여 연구되어진 선행연

구를 분석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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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2008 2009 2010 2011 2012

Eldelry 64.2 65.9 67.5 69.2 71.2

Average 68.0 69.7 71.1 72.4 74.0

Division 2008 2009 2010 2011 2012

Entire 

Nationals
77.1 77.6 78.3 78.3 78.7

Utilization 

(Gap)

35.6

(41.5)

37.6

(40.0)

39.3

(39.0)

41.1

(37.2)

42.6

(36.1)

Division 2008 2009 2010 2011 2012

Education 

Achievem

ents

25,96

4

18,69

1

21,74

5
21,062

20,30

3

Aggregation

Education
49 50 51 49 50

IT Volunteer 33 20 20 33 20

Ⅱ. Theoretical Background

1. An Analysis of the Levels of Information

Welfare for the Eldelry

노인정보복지의 개념은 노인정보화와 그 의미가 맥락을 같

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노인정보화의 개념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노인정보복지란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를 생산․유통․활용하여 이루어

지는 정보화 노력 및 과정으로서,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

여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를 생산･유통･활용하여 노인의 제

반문제를 해결하고 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

 이러한 노인정보복지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

라의 노인정보복지 수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보복

지관련 수준은 어떠한 현황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1. 고령층 일반국민 대비 종합 정보화수준

먼저 2013 국가정보화백서에 의한 우리나라의 노인정보복

지 수준을 분석하여 보면, 2012년도 기준 정보격차지수 산출 

결과, PC기반 일반국민 대비 종합 정보화 수준은 고령층 

71.2%로 2011년 대비 2.0%p가 상승하여 평균지수에는 미치

지 못하였지만 정보격차수준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이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5].

Table 1. Eldelry Quality of Informatization(2008-2012)     (Unit: %)

1.2. 고령층 인터넷 이용률 및 격차 추이

2013 국가정보화백서에 따른 전체 국민과 대비되는 고령층 

인터넷 이용률 및 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도 기준 고령

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42.6%로 2011년 대비 1.5%p 상승함에 

따라 전체 국민 대비 정보수준 격차가 36.1%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6].

Table 2. Eldelry  Internet Utilization and Gap Transition(2008-2012)  

(Unit: Utilization(%), Gap(%p)

1.3. 고령층 정보화교육 실적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고령층의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써 정부는 2000년부터 고령층의 정

보격차해소를 위해 고령층 정보화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고령층 정보화교육은 장∙노년층들을 위해 접근성이 좋고 자

체적으로 정보화교육장을 갖추고 있는 교육기관을 선정해 지원

하는 ‘집합교육’과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가르침으로써 고령

층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

활용능력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지식나눔운동의 일환인 ‘어

르신 IT봉사단’형태로 이뤄지고 있다[7].

따라서 2000년부터 2012년 말까지 총53만 여명의 어르신

에게 고령층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살

펴볼 때, 전국 50개 집합교육장과 20개의 IT봉사단활동을 통해 

2만 303명의 고령층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8].

Table 3. Eldelry Informatization Education Achievements 

(2008-2012)  

2. Computer Education for the Elderly and

Informatization

노인 컴퓨터교육과 정보화에 대해서는 노인 컴퓨터교육의 

필요성과 노인 컴퓨터교육 실행의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노인 컴퓨터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노인에게 

컴퓨터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적으로 노인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진행에 따른 노인복지는 자조적 복지로 변하고 있다. 따

라서 이제는 노인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컴퓨터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사회로 변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도 교육에서의 주체로서 컴

퓨터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의 차원에서 노인 컴퓨터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다[9].

정보화사회의 진행과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그 필요성

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노인의 컴퓨터교육과 관련하여, 노인들

을 대상으로 실행한 컴퓨터교육의 일반적인 효과로서 나타난 

것은 노인들의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대인관계를 개선시키며, 심리적

으로 소외감을 줄이고, 자신감 및 자기효능감을 개선시키며, 정

보제공자로의 변신,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 등의 효과

가 있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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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ecedent Research

그동안 노인의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들을 대상

으로 하여 이루어진 컴퓨터교육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선정

한 변수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재선(2000)은 

컴퓨터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들

의 컴퓨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컴퓨터소유, 사전경험, 

교육기간, 학습환경(시설환경과 강사의 교육방법, 교육내용에), 

활용여부, 정보접촉을 선정하고, 컴퓨터태도 변수로는 불안감, 

호감도, 자신감을 선정하였다[11].

손영옥(2002)은 특정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보화교육

을 받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화교육 실태(컴퓨

터 소유여부, 컴퓨터교육여부, 교육동기, 교육받은 기간, 교육

내용, 교육수준별․단계별 실습기회, 교육시간외 컴퓨터 사용여

부), 컴퓨터 교육에 대한 만족도(교육시설, 강사의 교육방법, 교

육내용, 교육기간)의 변수를 선정하였다[12].

이미경(2004)은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태도에 대한 조사에서 정보화교육관련 

변수로는 컴퓨터 소유 및 사용여부, 교육동기 및 이용시간, 교

육내용, 현재 정보화교육 개선점, 컴퓨터에 대한 의견, 정보화 

교육내용 및 재교육 참가여부를, 교육 후 일상생활 변화의 변수

로는 정보화교육 후 일상생화 변화, 교육시간외 컴퓨터 사용여

부를 선정하였다[13].

서혜경․김은주(2004)는 컴퓨터교육을 받고 있는 노인들을 대

상으로 하여, 독립변수인 컴퓨터교육 변수로는 컴퓨터 교육정

도(비교육, 초급, 중급 이상)와 이전 컴퓨터교육 경험여부를, 종

속변수인 컴퓨터 태도는 컴퓨터에 대한 자신감, 선호도, 불안

감, 유용성을 선정하였다[14].

송윤정(2006)은 노인 정보화 교육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에서, 독립변수는 컴퓨터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① 주당 수업시간 ② 교육기간 ③ 수업내

용의 이해 ④ 동료와의 관계 ⑤ 컴퓨터 보유 여부 ⑥ 컴퓨터 사

용시간), 정보화 교육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강사와 교육생 

간의 상호작용, 교육환경을, 종속변수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 후 생활변화와 관계되는 교육의 효과성(소외감 감소, 두려

움 감소, 대화시간 증가, 생활만족의 증가, 여가활용의 증가)의 

변수를 선정하였다[15].

김혜경과 김은정(2009)은 노인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방안

을 제시함에 있어서 정보이용집단에게 사용한 변수는 컴퓨터교

육을 받게 된 계기 및 경로, 컴퓨터 비이용자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방법에 대한 의견, 컴퓨터 학습에서 장애요인, 초보자가 지

속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 등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16].

윤영미(2009)는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독립변수로는 컴퓨터 

관련 변인(수강료, 컴퓨터 소유, 사용빈도, 사전경험, 컴퓨터작

업, 교육기간)과 학습환경(강사, 교육시설, 교육내용)을 종속변

수로는 컴퓨터에 대한 태도로서 자신감, 불안감, 호감도를 선정

하여 만족도의 수준을 측정하였다[17].

신용주와 구민정(2010)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화교

육의 실태와 그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였는데, 노인 정보화교육

과 관련된 변수로는 정보화교육 종류, 정보화교육 장소, 정보화

교육의 수강목적, 정보화교육 기간, 정보화교육 비용, 선호하는 

정보화프로그램, 교육만족이유, 정보화교육에 대한 불만사항, 

정보화교육의 개선점 등을 선정하였고, 효과에 대한 변수로는 

정보화교육 경험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변수로 선정하였

다[18].

공원택(2013)은 독립변수인 정보화현황(참여동기, 두려움 

해소, 삶의 변화, 참여기간, 유익한 교육, 만족도, 불편사항, 교

육기간, 컴퓨터 사용능력 및 사용시간), 종속변수는 정보화 교

육의 효과로서 가족과 친구 및 동료와의 관계변화를 선정하였

다[19].

Ⅲ. A Computer Education Model for

the Elderly

노인컴퓨터교육 모형정립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

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노인컴퓨터교육 모형의 

정립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변수들의 선정과 둘째, 변수들에 의

하여 설정된 노인컴퓨터교육 모형의 실제적인 운영방안에 대하

여 제시하고자 한다. 결국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

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노인컴퓨터

교육 모형정립을 설정 하였다.

education 
evaluation

demand for 
education

participation 
status use behavior quality of 

education service

political 
suggestion

education 
achievements

development of a 

model to activate 

computer education

Fig. 1. development of a model to activate computer 

education for the elderly.

1. Selection of Variables

이 연구에서의 우리나라 노인컴퓨터교육 모형의 정립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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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필요로 하는 변수들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선정한 변수들을 기초로 하고, 연구자가 필요한 변수라고 생각

한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에 대하여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교육수요

교육수요는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컴퓨터교육의 종류, 즉 교

육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 연구에서는 교육수

요에 대한 변수는 컴퓨터기초지식, 한글작업, 이메일 작성방법, 

인터넷 쇼핑방법, 홈페이지 관리 및 만들기, 액셀 및 파워포인

트, 기타 등이 해당된다.

1.2. 참여실태

참여실태는 실제로 컴퓨터교육을 받은 노인들의 교육 참여

경험, 교육 참여한 총 기간, 교육에 참여하게 된 경로 등이 해당

된다.

1.3. 교육서비스 질 

교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변수는 2002년도에 한국문화진흥

원에서 노인수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정보화교육 만족도

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척도(한국문화진흥원, 2002년도 

국민 정보화교육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이 연구에서는 ‘교육서

비스의 질’에 대한 척도로 선정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교

육서비스의 질은 교육기관만족, 교육담당자만족, 학습만족, 교

육운영만족에 대한 구성요인 등이 해당된다.

첫째, 교육기관만족은 노인들이 컴퓨터교육을 받은 시설 및 

환경차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하위변수로는 교육장비의 전

반적 성능, 교육장비의 전반적 관리상태, 전반적인 교육장 환경

의 청결한 정도 등이 해당된다.

둘째, 교육담당자만족은 노인들에게 컴퓨터교육을 강의하고 

관리한 교육담당자 및 직원차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하위변

수로는 교육담당자의 강의 능력, 교육 담당자의 강의 성실성, 

교육 담당자에 대한 심리적 접근의 용이성, 교육 담당자 및 직

원들의 친절성 등이 해당된다.

셋째, 학습만족은 노인들의 컴퓨터교육과 관련한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차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하위변수로는 교육내

용 수준의 적절성, 교육 프로그램 교과 과정 구성, 교육 진도의 

적절성, 교재 내용 이해의 적절성 등이 해당된다.

넷째, 교육운영만족은 노인들의 컴퓨터교육에 대한 교육의 

운영 및 관리차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하위변수로는 이용절

차의 편리성, 교육프로그램 질 대비 교육비용의 적정성, 교육생

의 불만사항 및 건의사항 반영노력 등이 해당된다.

  

1.4. 이용행태

이용행태는 노인컴퓨터 교육 이후에 노인들이 실제 일상생

활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행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용행태

에 대한 변수는2013년도에 한국인터넷백서(2013 한국인터넷

백서,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터넷 이용 현

황 설문에서 제시한 문항들인 자료·정보획득, 여가활동, 커뮤니

케이션, 인터넷 구매 및 판매, 교육·학습, 커뮤니티, 홈페이지 

운영, 인터넷 금융, 파일공유서비스, 구직활동, SW다운로드/ 업

그레이드 등이 해당된다.

1.5. 교육평가

교육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조사·분석과 이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

인수강생들이 평가하는 교육개선에 대해서도 반영되어야 한

다.)

1.6. 교육성과

교육성과는 노인들이 컴퓨터교육을 이수하는 동안의 과정 

또는 컴퓨터교육의 이수 후에 개인적 차원에서 겪게 되는 느낌

과 경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교육 이수 후의 변화로서 

생활만족도 향상되었다거나 사이버 사회적 지원이 강화 되었다

거나 재취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 등이 해당된다.

1.7. 정책제언 

정책제언과 관련하여서는 노인들이 컴퓨터교육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컴퓨터교육 예산의 낭비

를 줄이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교육의 효율화를 위

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

서는 노인복지정보화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추진, 노인복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A Strategy of Managing a Model for Active

Computer Education for the Elderly

지금까지 제시된  우리나라 노인컴퓨터교육 모형의 정립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변수들을 통하여, 노인컴퓨터교육 활성화 

모형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두 가지의 체계적인 운영

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노인 컴퓨터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해서는 기초교육과 직업 등과 연계하는 심화교육으로 운영되어

야 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이 그 효과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수요에 대한 분석이다.

먼저 교육수요와 관련해서는 노인들이 컴퓨터 교육을 이수

하고자 할 때, 노인들의 컴퓨터 교육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교육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컴퓨터교육이 진행되어야 한

다.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분석하지 않은 컴퓨터교육은 당연히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고 교육실행의 효율성의 미충족에 따른 

교육의 효과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컴퓨터 교육수요에 대한 조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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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의 주도하에 전국적 차원에서 노인복지정보화 계획수립

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노인들의 컴퓨터 교육수요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

여 컴퓨터 기초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컴퓨터 기초교육 이후

부터는 희망하는 정보화 교육을 개인별로 집중교육을 하여야 

하며, 그러할 경우 노인 컴퓨터교육의 효과는 높아질 것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의 노인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매 교육이수 과정이 끝날 때마다, 관련기관이 

작성한 공동의 설문지를 통하여 노인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필요한 경우 면담을 통하여 모든 교육기관이 정기적으

로 동시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일부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단편적인 연구가 아닌 종합적 차원

에서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

여 도출된 결과들에 대해서는 노인정보화교육 관련 기관에서 

다음 차수의 교육에서 아니면 다음 연도 교육에 반드시 정책으

로서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노인 정보화교육 수

요자들에게는 현실적이고 질 높은 교육이 수행될 것이고, 국가

적인 차원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노인정보화 정책이 실현될 것

이다.

Ⅳ. Conclusion

이 연구는 노인컴퓨터교육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노인정보복

지 수준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인 차원에서 노인컴퓨터교육 수

강자들의 욕구를 알아보고 그들의 컴퓨터교육에 대한 선호도와 

요구도를 분석․파악하여 노인컴퓨터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노인정보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컴퓨터교육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

구들에서 선정한 변수들과 연구자가 필요한 변수라고 생각한 

변수들을 선정하여, 노인컴퓨터교육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고령화 시대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의 진행에 따

라가지 못하는 노인들의 정보화에 대한 격차는 노인들이 사회

적으로 또 다른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수립, 즉 노인 정보수요자들의 요구

에 부응하여 정보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인

복지정보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정보화

교육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노인들의 직업으로의 연계를 통한 직업창

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단

편적인 아닌 종합적인 차원에서 노인컴퓨터교육을 활성화 시키

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실증분석을 하

기 전에 실증분석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한국형 노인 컴퓨터교

육의 내실을 위한 차원에서 이론적 의의에 불과하다는 한계점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을 통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이 

연구의 이론적 의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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