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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가구유형에 따른 정보 활용과 삶의 질과의 관계 

전병주*, 곽현주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Use and Quality of Life 
by Household Types of Elderly

 Byeong-Joo Jeon*, Hyun-Ju Gwak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충·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252명을 조사 상자로 하여 정보 활용과 삶의 질과의 계를 분석하 다.
이 과정에서 독거노인과 일반노인 집단으로 나 어 비교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하여 PASW Statistics 18.0
을 이용하 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상자들의 정보 활용은 일반노인 집단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삶의 질 하 역에서 ‘정신·심리  건강’  ‘사회  계’ 역은 일반노인 집단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역은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삶의 질에 미치는 향 요인은 하 역별로 두 집단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요인의 향력은 집단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에서 경제  상태가 가장 크게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 활용, 교육수 , 거주 지역 등은 집단에 따라 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집단 모두 ‘정신·심리  건강’ 역에서 정보 활용의 향력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노인들의 
가구 특성을 고려한 실증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고령화  정보화 사회에 맞추어 노인들의 정보 근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한 구체 인 실천 략을 제시하 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surveyed 252 senior citizens in the Chungnam and Chungbuk regions to review the effects that
information use has on quality of lif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sub-groups based on household types. Data 
was analyzed using PASW Statistics 18.0.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formation use, mental and 
psychological health, as well a&s social relationships found in study subjects were significantly higher among seniors
not living alone. Second, factors that influence the quality of life were found to be same for each group, but 
significantly different for their influence of each group. Factors that influence the quality of life were found to be 
economic status, information use, and education level. Factors that influence the quality of life in elderly living alone
were found to be economic status, education level, information us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esents 
practical and integrated measures to help the original objective of this research to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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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정보화로 표되는 사회  환경

에 직면해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몇 년 이내에 고령사회에 진

입할 망이다. 더욱이, 의학기술과 경제수 이 높아지

면서 노인들은 길어진 노년기를 맞이하 고, 이 기간에 
보다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하고자 노력한다. 하
지만, 한국 사회의 노인들은 빈곤과 소외 등의 여러 이유
로 만족스런 노후를 보내지 못하고 있으며[1], 가족부양
에 한 가치 의 변화로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홀로 생

활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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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실제로 65세 이상의 노인 에서 22%(127만명)
는 독거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독거노인과 련한 선행연구에서는 그들의 삶

이 많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은 
가족 는 친구 등과의 인 계가 단 되어 고독과 우

울 증상을 보이거나, 자살이라는 극단 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사회·경제  지

원이 부족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역
시 상 으로 차단되어 경제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서  정신  건강 등에 있어서도 심각

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1, 3].
한편, 1990년  반 이후 우리나라는 정보기술의 발

달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어 고속 인터넷 보 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보화 강국으로 부상하 다. 
사회에서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은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과 교류의 

확 , 사회활동 참여 확  등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4]. 하지만, 정보가 
요한 자원인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가 편 되거나, 
효율 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원분배

의 불균형을 래하거나 상  소외감을 더욱 유발하게 

된다[5]. 
실제로, 미국 노인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이 57%인 반

면, 한국 노인들은 27%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3]
한국 노인들의 인터넷 사용이 히 낮은 수 임을 알 

수 있다. 사회의 정보화 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정보기

기와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  네트워크에의 근과 

활용에 있어서 더 큰 격차를 유발하기 된다. 이런 상이 
지속 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사회  주류에 동참하지 

못하거나, 사회활동을 해하는 등의  다른 문제가 나
타날 수 있다[6]. 2000년 이후 정부의 정보화 정책이 본
격화되면서 노인과 정보화에 한 학계 심도 증 되었

다[4]. 최근에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정보
기기의 보  확 로 인하여 복지 달체계의 획기 인 변

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보기술 이용이 삶의 질에 미치

는 향에 한 심이 더욱 증가하 다[3]. 따라서 노년
기의 정보 활용과 삶의 질과의 계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본다. 
노인들을 상으로 한 정보화와 련 선행연구는 노

년기 정보 활용에 따른 심리  요인 간의 계에 한 

연구로 제한 이었다. 이와 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노

년기 인터넷 활용이 주는 의미[4],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
과 우울과의 계[3], 노인의 정보기기 근과 정신건강
[7] 등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에 보고된 강보라 
외 연구[8]에서는 고령층의 온라인 정보활동, 삶의 만족
감 계에 해 분석함으로써 노인들의 정보 활용이 주

는 향력을 악하고자 하 으나, 노인 세 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에서 간과한 을 보완하기 해서 노인들의 삶에 한 

보다 포 인 근을 시도하거나, 노인들의 특성을 반
하여 집단별로 나 어 비교분석함으로써 노인들의 정

보 활용과 삶의 질 계에 해 보다 정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의 정보 활용이 반 인 삶

의 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악하 고, 독거노인
이 증가하는 실을 반 하여 독거노인과 일반노인 집단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하 다. 이를 통
해 노인 인구의 삶의 질과 련된 정보 이용 활성화를 

한 실질 인 방안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가구유형에 따라 정보 활용과 삶의 질

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노인들의 가구유형에 따라 정보 활용이 삶의 질

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인간은 구나 역경 속에서 좌 과 고통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가족, 친구 등과의 계가 약해지거나, 우울 
증상을 보이는 등 반 인 삶의 질이 낮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추스르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
원을 이용하여 보다 건강하고 정  정서를 발휘할 수 

있다[9]. 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해서 다양한 방
법과 경로를 찾으며, 이를 활용하여 목표 지향 인 방향

으로 진하도록 동기화한다[10]. 하지만, 노인들은 오
랜 동안 되어온 어려움이 노년기 삶에 직 인 

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 이를 해 여
러 방안이 논의될 수 있지만, 고령화  정보화가 격히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정보의 효율  활용

을 고려할 수 있다[4, 8]. 더욱이, 노인에게 제공되는 다
양한 복지 로그램이 산화와 정보 집 화를 기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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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은, 사회 체계 속으로 정보의 확산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사회경제  지 가 높은 집단이 낮

은 집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보를 취득하고, 결과 으

로 두 집단 간의 정보의 격차는 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12]. 이런 사회는 계층화 내지 양극화
가 더욱 뚜렷해지고, 삶의 질 차이를 더욱 가속시키게 된
다. 실제로 한국에서의 격한 정보화는 노년층의 정보 
비 칭과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비 을 받

는다[20]. 
이러한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貧 ) 사이에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정보 격차에 한 논의는 1970년  이미 

제기되었다. 스웨덴,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노인 건강과 
정보제공, 의료혜택, 여가활동 등에서 다양한 어 로

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운용하며, 노인복지를 증 하고 

있다. 여기에는 ICF(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가 주요 기반이 되어 노인 구나 의욕하는 
삶을 추구하고, 스스로 일상 인 삶을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실제로 복잡하고 변하는 사회에서 노인들이 인터넷

과 정보기기를 잘 활용하는 경우에는 노년기의 소외  

역할상실을 극복하고 가족은 물론 사회생활에서 응이 

용이하여 실질 으로 성공 인 노화를 기 할 수 있다

[7]. 여기서 형성된 사회  계망은 경제  취약계층에 

한 일차 인 보호기능과 함께 타인의 지지를 강화시켜

[15] 사회에서의 역할 수행 가능성을 높여주고, 환경 
응능력의 향상을 가져오는 등의 다차원  효과를 기 할 

수 있어서 보다 실 인 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한 정보복지 정책을 강구하여 불평등한 정보 

근과 활용수 을 개선하고, 지능화된 환경(ambient 
intelligent)에 응함으로써 양질의 정보를 습득하고 노
년기 삶의 질을 고취해야 한다.
최근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이 많아 정보 격차의 해소는 행정 

서비스의 향유는 물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토 가 

되기도 한다[11]. 노인들의 사회서비스 이용에 한 실
증  연구에서도 노인들의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낮은 것

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향을 미치고 것으로 보고되었다[14]. 더욱이 사회
 고립을 경험할 수 있는 독거노인에게 극 인 인터

넷 사용은 사회  계  유  형성을 할 수 있어서 사

회와 소통하는 통로이자 사회  계의 폭을 넓  삶의 

질 향상을 기 할 수 있다[13].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은 농 지역의 노인과 비교하여 사회  계가 

취약할 가능성이 더 크고[3], 사회  지원을 받을 수 있

는 지역 자원에 근하는 과정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인

터넷과 같은 정보화 기술을 통해서 보다 효율 으로 정

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정보화 사회에서 다양한 정보 콘텐츠는 그 자체가 

효용성을 갖는 복지혜택에 해당함을 주목해야 한다[5]. 
특히, 독거노인들은 쇠퇴하는 기능과 역할상실, 지  하

락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

리를 제한 으로 행사하지만, 인터넷과 정보기기에서 취
득한 다양한 정보는 새로운 시민권은 물론 세상과 연결

되는 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18]. 하지만, 노인들이 
정보 활용에 문제 을 보이거나, 정보 근에 있어서 제
약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보 자체가 스트 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노년기의 삶을 보존하거나 활성화하

는데 부정  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삶의 안녕을 달
성하는데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상자들은 충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61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자료를 수집하기 해 지역 경
로당, 노인교실, 동호회 등에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충
분히 설명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다. 조사
상자의 연구에 한 이해도를 검하고, 조사 정확도를 
높이기 해서 2015년 4월에 비조사를 실시하 고, 
이를 토 로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2015년 6월까지 
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360부를 배포하여 284
부가 회수(회수율: 78.9%)되었으며, 그 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25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3.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조사 상자들의 정보 활용을 측정하기 

해서 강보라 외의 연구[8]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
여 이용하 다. 여기서의 척도는 인터넷과 정보기기 등
의 사용 능력과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응답방식은 ‘  

그 지 않다’의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의 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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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조사 상자들

이 정보 활용을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보라 외의 
연구[8]에서 Cronbach's ɑ값은 .78 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ɑ값은 .72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 상자들의 삶의 질 수 을 측정하 기 

해서 민성길 외[16]가 개발한 ‘한국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WHOQOL-BREF)’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이 척도는 기억력과 집 력, 정 내지 부정  감

정 등의 ‘정신·심리  건강’ 역, 가족  친구 계, 사
회  지지 내지 도움 등의 ‘사회  계’ 역, 의료  
복지시설의 공공시설, 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와 소
식 근 등의 ‘환경’ 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방식은 
‘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의 5  리커트 척

도로 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민성길 외 연구[16]에서 Cronbach's ɑ값은 ‘정
신·심리  건강’ 역 .79, ‘사회  계’ 역 .60, ‘환
경’ 역 .5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값은 
‘정신·심리  건강’ 역 .78, ‘사회  계’ 역 .85, 
‘환경’ 역 .66으로 나타났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해서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 다. 조사 상자들은 일반노인 

집단과 독거노인 집단으로 나 어 분석하 다. 조사 상

자들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정보 활용  삶의 질 수 을 살펴보기 하

여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정보 활용과 삶의 질 하
역별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기 해 t-test를 실시하
다. 그리고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정보 활용
이 삶의 질에서의 각각의 하 역별로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4.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 상자들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다

음 <Table 1>과 같다. 
조사 상자들의 가구유형은 독거노인 104명(41.3%), 

일반노인 148명(58.7%)으로 구성되었다. 성별은 여성 
105명(42.0%) 이었고, 남성 145명(58.0%)으로 나타났

다. 연령을 살펴보면, ‘61세 이상∼65세 이하’가 96명
(38.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6세 이상∼70세 
이하’ 94명(37.3%), ‘71세 이상’ 62명(24.6%)으로 나타
났다. 거주 지역은 ‘시 지역’ 126명(50.6%) 이었고, ‘군 
지역’ 123명(49.4%)으로 나타났다. 교육수 은 ‘ 학교 
졸업’이 64명(25.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
등학교 졸업’ 52명(20.8%), ‘고등학교 졸업’ 49명
(19.6%), 무학 48명(19.2%)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자

들이 주 으로 인식하는 경제  상태는 ‘어렵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76명(30.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로 ‘보통이다’ 62명(25.1%), ‘매우 어렵다’ 57명(21.5%)
이 응답하 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tegories N %

      Type
     (n=252)

Alone
General

104
148

41.3
58.7

Sex
(n=250)

Female
Male

105
145

42.0
58.0

Age(yr)
(n=252)

61 ∼ 65
66 ∼ 70
≥ 71

96
94
62

38.1
37.3
24.6

Area
(n=249)

Country
City

123
126

49.4
50.6

Education
level

(n=250)

Uneducated
Elementary

 Middle 
High

≥University

48
52
64
49
37

19.2
20.8
25.6
19.6
14.8

Economic 
status

(n=247)

Very bad
Bad

So-so
Good

Very good

57
76
62
30
26

21.5
30.8
25.1
12.1
10.5

4.2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의 수   집단별 차이는 다음 

<Table 2>와 같다. 
정보 활용 수 은 일반노인 집단이 2.15(SD=.77)로 

나타나 독거노인 집단의 1.94(SD=.77)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65, p<.05). 그리고 삶의 질
과 련하여, 하 역별로 살펴보면, ‘정신·심리  건

강’ 역에서는 일반노인 집단이 3.18(SD=.88)로 나타
나 독거노인 집단의 2.76(SD=.86)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77, p<.001). ‘사회  계’ 역에
서는 일반노인 집단이 3.01(SD=.80)로 나타나 독거노인 
집단의 2.86(SD=.81)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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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Quality of life

Mental health Relationship  Environment
β t β t β t

Sex
Age
Area

Education level
Economic status

0.09
-0.02
0.19
0.20
0.21

0.91
-0.20
1.93**

2.04**

2.13**

0.05
-0.05
0.05
0.16
0.30

0.51
-0.60
0.53
1.67*

3.09***

0.04
-0.11
0.15
0.17
0.24

0.50
-1.26
1.71*

1.87*

2.60***

        Information use 0.18 1.88* 0.19 2.08** 0.20 2.26**

R2 

Adjusted.  R2 

F

0.16
0.10

2.87**

0.22
0.17

4.27***

0.28
0.23

5.85***

dummy variable: sex(female-0), area(country-0)
*p<.05, **p<.01, ***p<.001

Table 3. Influencing Factors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elderly living alone) 

났다(t=-1.43, p<.05). 마지막으로 ‘환경’ 역에서는 일

반노인 집단이 3.10(SD=.70)으로 나타나 독거노인 집단
의 3.03(SD=.68)보다 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Categories
Alone General

t
M(SD) M(SD)

      Information use 1.94(.80) 2.15(.77) -1.65*

  Quality
  of life

Mental health 2.76(.86) 3.18(.88) -3.77***

   Relationship 2.86(.81) 3.01(.81) -1.43*

  Environment 3.03(.68) 3.10(.70) 0.71

*p<.05, ***p<.001

4.3 정보 활용과 삶의 질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정보 활용이 삶의 질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기 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이 
과정에서 독거노인과 일반노인 집단으로 나 어 비교분

석하 다. 본 연구에서 조사 상자들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교육수 , 주 으로 인식하는 경제상태 등의 인

구사회학  특성과 정보 활용 정도를 투입하여 삶의 질

과의 계를 악하 다. 종속변수인 삶의 질은 3개 하
역인 ‘정신·심리  건강’ 역, ‘사회  계’ 역, 

‘환경’ 역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3>, <Table 4>와 같다. 
먼 , 독거노인 집단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

신·심리  건강’ 역에서는 조사 상자들의 거주 지역

(p<.01), 교육수 (p<.01), 경제상태(p<.01), 정보 활용
(p<.05)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6.0%로 나타났다(F=2.87, p<.01). ‘사회  계’ 역은 
교육수 (p<.05), 경제상태(p<.001), 정보 활용(p<.01)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서의 설명력은 
22.0%로 나타났다(F=4.27, p<.001). 마지막으로 ‘환경’ 
역은 거주 지역(p<.05), 교육수 (p<.05), 경제상태

(p<.001), 정보 활용(p<.01)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설명력은 28.0%로 나타났다(F=5.85, p<.001).
다음으로, 일반노인 집단을 분석한 결과, ‘정신·심리
 건강’ 역에서는 거주 지역(p<.05), 교육수 (p<.05), 
경제상태(p<.001), 정보 활용(p<.05) 등이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서 설명력은 21.0%로 나타났
다(F=4.08, p<.001). ‘사회  계’ 역에서는 교육수
(p<.001), 경제  상태(p<.001), 정보 활용(p<.05)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4.0%로 나
타났다(F=4.68, p<.001). 마지막으로 ‘환경’ 역에서는 

조사 상자들의 교육수 (p<.01), 경제상태(p<.001), 정보 
활용(p<.01)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
력은 25.0%로 나타났다(F=5.18, p<.001).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충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252명의 노
인을 조사 상자로 하여 정보 활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고, 이 과정에서 독거노인과 일반노인 
집단으로 나 어 비교분석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상자들의 정보 활용과 삶의 질 수 에 있

어서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정보 활용은 일반노인 
집단이 독거노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하 역에 있어서 ‘정신·심리  건

강’ 역과 ‘사회  계’ 역은 일반노인 집단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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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Quality of life

 Mental health   Relationship  Environment  
β t β t β t

Sex
Aage
Area

Education level
Economic status

0.01
-0.13
0.17
0.17
0.24

0.07
-1.38
1.86*

1.86*

2.43***

0.03
-0.04
0.09
0.29
0.25

0.39
-0.46
1.02

3.14***

2.68***

0.08
-0.14
0.11
0.23
0.24

0.82
-1.48
1.21

2.52**

2.58***

        Information use 0.15 1.57* 0.16 1.78* 0.21 2.15**

R2 

Adjusted.  R2 

F

0.21
0.16

4.08***

0.24
0.18

4.68***

0.25
0.20

5.18***

dummy variable: sex(female-0), area(country-0)
*p<.05, **p<.01, ***p<.0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general elderly) 

미하게 더 높았으며, 특히 ‘정신·심리  건강’ 역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
경’ 역에서는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정보 활용과 삶의 질 계는 다음과 같다. 먼 , 

독거노인 집단을 살펴보면, 삶의 질에서의 ‘정신·심리  

건강’ 역은 거주 지역, 교육수 , 경제상태, 정보 활용
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  계’ 역

은 교육수 , 경제상태, 정보 활용이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환경’ 역은 거주 지역, 교육수 , 경제
상태, 정보 활용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노인 집단을 살펴보면, 삶의 질에서의 

‘정신·심리  건강’ 역은 거주 지역, 교육수 , 경제상
태, 정보 활용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
 계’ 역은 교육수 , 경제상태, 정보 활용이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역은 교육수 , 
경제상태, 정보 활용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상자들의 정보 활용, 교육수 , 

경제상태가 삶의 질의 모든 하 역에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다. 우선, 정보 활용과 련하
여, 독거노인과 일반노인 집단의 삶의 질 모든 하 역

에서 정보 활용은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정보 활용의 향력은 독거노인 집단에서더 
큰 것으로 나타나 독거노인들의 삶을 질을 제고하는 방

안으로 정보화가 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집단
의 ‘환경’ 역에서 정보 활용이 가장 크게 향을 미치

며, ‘정신·심리  건강’ 역에서 가장 작게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한국 사회의 실이 반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반노인, 독거노인은 인터넷과 
정보기기 이용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

고, 필요한 환경을 형성하는데 정 으로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즉, 정보기술 이용에 한 기 는 비교  정

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1]. 
반면에, 노년기의 삶은 체 으로 경제  기에 노

출되어 미래가 불안하거나, 외로움과  망감 등으로 인
하여 심리  내지 정서 으로 고갈 상태에 있어 스트

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보 활용이 
정 인 삶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 다. 이
것은 노년기의 정보 활용과 삶의 계에서 보다 심층

인 연구가 요구되는 사항이며, 노인들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심리·정서  

지원 로그램이 별도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조사 상자들의 교육수 과 경제상태는 삶

의 질의 모든 하 역에서 공통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노인들의 삶에 있어서 교
육수 과 경제상태가 그들의 삶에 크게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9, 14]. 특히, 
독거노인 집단에서는 삶의 질의 모든 하 역에서 경제

상태가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다. 이 집단은 심각한 
경제  문제에 의해 고통을 경험하는 등 상 으로 더 

열악한 집단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

의 지원이 더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입과 
련하여 실제소득의 변화보다 인지 인 주  만족도

가 정신건강과 삶에 있어 더 요하다는 선행연구[19]를 
고려하여 경제 역에 한 개입 방안은 보다 다각 이고 

장기 인 에서 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 하여 고령화와 정보화 시 에 

맞추어 노인들의 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제
고하기 해서 정책 ·실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정보 활용과 정신  건강의 향상을 연

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보 활용은 삶의 질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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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건강’ 역에서 가장 작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 집단에서 공통 인 결과라는 것을 인식해

야 한다. 정보 활용에 있어서 노인들의 소외 극복에 도움
을 주는 방안을 수립하거나, 정신  건강 악화로 의존성

이 높아진 노인들을 해 일상기능을 증진하고 우울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 해야 한다. 한, 
사회  차원에서 정보 활용을 극 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도시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정
보 활용이 정신  건강에 더 큰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개인의 내 인 자원 강화와 함께 동일 생활권에서 네트

워크를 연계하는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독거노인들의 정보화 교육을 우선 으로 강화

해야 한다. 삶의 질에 한 정보 활용의 향력은 독거집
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에게 인터넷 등
의 매체와 정보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소득 독거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고독

감과 사회  지지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삶

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극 인 정보 이

용으로 삶을 개선해야 한다[22]. 사회서비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보화로부터 소외된 노인들을 해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사회  취약계층을 상으로 정보 매체 이용

가격 인하를 확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기기 사용 능
력과 필요한 정보의 근 능력이 향상된다. 독거노인의 
개인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하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고, 국가 으로도 독거노인이 고

립과 소외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으로 인식하게 되어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노인들의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며, 정보 

활용을 통해 교육수 의 격차를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한

다. 독거노인과 일반노인 집단에서 경제  상태가 다른 

인구사회학  요인보다 삶에 크게 향을 미치고 있다. 
노인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과 다양한 경제정보를 제공하

여 노인들의 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의 교육수 이 삶에 미치는 향력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을 

통해 그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노년기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구직, 사 등의 포 인 정보를 제공하는 

융복합  콘텐츠를 보 함으로써 궁극 으로 보다 나은 

성공  노화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지 까지 고령화와 정보화가 격히 진행되는 한국에

서 노인들의 정보 활용이 건강, 사회  계, 환경 등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
에서 증가하는 독거노인 등의 가구특성을 반 한 비교분

석을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더욱이 노인 인구는 정보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인

식되지만, 정보화를 통해 복지수요를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23]. 한국 사회에서 노
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복지사각지 를 이기 

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들이 다양한 정보를 극 으로 이

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정보 활용의 효율
을 증 하기 해서는 노인들의 가구형태에 따른 차별화

된 정책을 수립하며, 향후 노인들의 정보화정책은 정보 
활용률 제고 방안과 함께 정보의 활용 행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실천  함의를 제공하 다. 
이러한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보다 정확한 연구결

과를 도출하기 해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노인을 조사하 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범 한 

표집으로 연구를 진행하거나, 좀 더 세분화된 노인 특성
을 기 으로 표집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 
종단  연구를 통해서 인터넷, 정보기기의 활용이 삶에 
미치는 변화를 찰하여 이에 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K. S. park, M. S. Kim, “The Impact of Changes in 
Household Living Arrangements on the Changes in 
Poverty Rate among Elderly People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50, no. 1, pp. 
221-253, 2016.
DOI: http://dx.doi.org/10.21562/kjs.2016.02.50.1.221

[2] National Statistical Office, Current Status of Older 
Adults. 2015

[3] H. J. Jun, M. Y. Kim, “The Influence of Internet Use on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Living Alone in Seoul”,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43, pp.78-98, 2015.  

[4] J. D. Kwon, Y. J. Kim, T. Y. Um, “A Qualitative Study 
on Experiences of Internet Use in Their Daily Lives and 
Its Meaning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2, no. 3, pp. 835-850, 
2012. 

[5] S. M. Yang, H. K. Song, K. K. Cho, “Information 
Democracy and Information Welfare Policy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Korean Social Science 
Review, vol. 24, no. 1, pp. 79-112, 2002.  

[6] P. J. Lee, “Legal System for Information Access of the 
Disabled in Ubiquitous Era”,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vol. 6, pp. 184-200, 2010.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0호, 2016

220

[7] Y. J. Lee, “The Effect of Information Conditions on 
Mental Health among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10, pp. 17-29, 2013. 

[8] B. R. Kang, H. S. Kim, M. S. Lee,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Older Adults’ Online Information 
Activitie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48, no. 2, pp. 159-175, 2014. 
DOI: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2.159

[9] S. Y. Park, “Relationships of Depression and Positive 
Emotions with Hope and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Role of Family Support for People in Low-incom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40,  pp. 
189-214, 2013.
DOI: http://dx.doi.org/10.16975/kjfsw.2013..40.007

[10] C. R. Snyder, “The past possible future of hop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 19, pp. 
206-228, 2000.
DOI: http://dx.doi.org/10.1521/jscp.2000.19.1.11

[11] G. Kim, “An Exploratory Analysis on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Divide and Social Exclus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vol. 17, no. 2, pp. 61-88, 2014.  

[12] P. J. Tichenor, G. Donohue & C. Olien, “Mass Media 
Flow and Differential Growth in Knowledge”,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34, pp. 159-170, 1970.
DOI: http://dx.doi.org/10.1086/267786

[13] H. Whit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the 
psychosocial impact of providing internet training and 
access to older adults”, Journal of Aging & Mental 
Health, vol. 6, no. 3, pp. 213-221, 2002. 
DOI: http://dx.doi.org/10.1080/13607860220142422

[14] B. J. Jeon, A. K. Han, “Predictors of Social Service 
Utilization of Elderly Using the Anderson mod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8, pp. 
19-27, 2014.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4.12.8.19

[15] S. E. Wilks, B. Croo, “Perceived stress and resilience in 
Alzheimer's disease caregivers”, Aging & Mental Health. 
vol. 12, no. 3, pp. 357-365, 2008.
DOI: http://dx.doi.org/10.1080/13607860801933323

[16] S. K. Min, C. I. Lee, K. I. Kim, D. G. Kim, S. Y. Seo,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39, no. 3, pp. 
571-579, 2000.

[17] G. H. Kim, J. H. Sung,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the Low-income 
Single Mother”, Family and Culture, vol. 22, no. 1, pp. 
65-93, 2010. 

[18] Y. J. Shin, “The use of IT education for the 
empowerment of older adult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11, no. 4, pp. 33-53, 2005.

[19] J. M. Sung,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on by Household's Economic Factors According 
to Income Level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2, no. 1, pp. 109-132, 2010.

[20] M. S. Jeong, Y. R. Lee,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Satisfaction of the Internet Us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15, no. 1, pp.63-85, 2012.

[21] M. Y. Kim, “Attitudes to Use and Non-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among Elderly Women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3, pp. 352-369,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3.352

[22] S. H. Cho, H. Y. Lee,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Low-Income Elderly People who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pp. 8957-8965,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2.8957

[23] P. S. Kim, H. S. Kim, M. S. Lee, “The Effect of the 
Elderly’s Information Application Level on Quality of 
Lif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vol. 17, no. 1, pp. 25-47, 2014.  

 

전 병 주(Byeong-Joo Jeon)              [정회원]

•2002년 8월 : 동국 학교 법학과 

(법학사)
•2009년 8월 : 충북 학교 일반

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2014년 2월 : 충북 학교 일반

학원 아동복지학과 (문학박사)

< 심분야>
노인복지, 보건의료, 사회보장

곽 현 주(Hyun-Ju Gwak)                [정회원]

•1999년 2월 : 한국외국어 학교 

스페인어과 (문학사)
•2014년 2월 : 충북 학교 일반

학원 아동복지학과 (문학석사)
•2014년 3월 ~ 재 : 충북 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2014년 10월 ~ 재 : 충청북도 
여성발 센터 연구원

< 심분야>
여성복지, 아동복지, 성별 향분석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