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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우리사회는 고령화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 정보소외계층 하나인 장노년층을 상으로 하여,

이들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이 사회활동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 지를 밝 보고자 한다. 이를 해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실

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수 과 사회 활동 만족도 수 과의 계를 분석하 다. 연구결과 장노년

층의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인터넷 상시 속가능 여부 등 디지털 근과 사회 활동 만족도 수 과는 정(+)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PC이용능력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 등 디지털 정보역량수 과 사회활동 만죽도

수 도 정(+)의 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유선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 등 디지털 정보 활용 등의 수 이 높아

질수록 사회 활동 만족도 수 도 정(+)의 계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장노년층에 한 디지털 정보화

수 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보격차해소 정책이 필요함을 알수 있었다.

주제어 : 장노년층, 사회 활동 만족도, 디지털 근격차, 디지털 역량격차, 디지털 활용격차

Abstract  Our society is evolving into an aging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digital 

informatization capacity of elderly people, one of the so - called information - neglected people, affects social 

activities. To this end,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level and social activity 

satisfaction level of old elderly peopl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in 2017.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access and satisfaction level of social activities, 

such as whether elderly people have wired / wireless information devices and internet accessibility. Second, it was 

found that digital information capacity level such as PC usage ability and mobile digital device utilization ability 

had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only social activities. Thir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social activities 

increased as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increased, such as whether they were using wired and mobile 

Internet. This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needs a policy to resolve various information gaps that can enhance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of elderl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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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우리사회는 고령화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2018년

7월 재 한국의 출생율은 1.0% 이하로 떨여지면서 출

생국가의 열에 진입하게 되었다. 반면 장노년층 인구

는 사회구성원 차지하는 비율이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장노년층이 정부 정책의 주요한 상

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보소외계층으로

분류된다[1]. 일반 으로 정보소외계층에는 소득계층,

장애인, 농어민, 이주민 여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2].

본 연구는 소 정보소외계층 하나인 장노년층을

상으로 하여, 이들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이 사회활동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 지를 밝 보고자 한다.즉, 과연 디

지털 정보화역량 수 은 장노년층의 사회활동에 어떠한

향을 것인가 ? 하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본 연구는

출발하 다.

사회활동이란 매우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서 단편 으로 정의하긴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일반 으

로 사회활동이란 다른 사람과 친교하면서상호작용을 통

한 참여를의미한다[3]. 본 연구에서는특히 커뮤니티, 모

임이나 공동체 등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사회활동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하 다.

최근 들어 장노년 계층이 에 비해 정보화수 에

있어 격차가 많이 었다고는 하나[4], 같은 연령 의 장

노년층 간에도 디지털정보화 정도에 따라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의 범 강도는 달라질 것이라는 것

이 본 연구에참여한 연구진들의 기본 가정이다. 과연 그

러할것인가에 해본연구를통해해답을찾고자하 다.

본연구에서는모임이나 커뮤니티, 공동체활동에의 참

여가 디지털정보화 수 과 어떠한 계를가지고 있는지

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 실

태조사를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토 로 분석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 과

사회활동 수 간에 정(positive)의 계가 있다고 밝 진

다면, 장노년층에 한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한 정책 방안을도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노

년층을 상으로 한 정보화수 에 한 연구[5-7]나 사

회생활 등에 한 연구는 많았으나[8-11], 장노년층을

상으로 하여 디지털 정보화 수 이 사회활동 수 에

향을 주는 지의 향 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문하

다고 할 수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노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실에서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정

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한 시각을 제시하는

연구라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장노년층의 소 말해서 정보화 소외계층이라고 간주

되는 장노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한 정부의 정책

은 매우 요한 의미를 차지한다고 단된다. 왜냐하면

향후 우리사회는 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고령화사회에서 장노년층이 차지하는 사회 비 이 매

우 크며, 요한 정책 수요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한 문헌연

구를 하고,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경

험 분석을 통해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수 과 사회

활동 수 간의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는 장노

년층의 디지털정보화수 과 소득수 간의 분석결과를

토 로 정책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2. 론적 배경

2.1 사회활동  

사회활동은 다차원 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사

람이 사회와 서로 상호간에 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

으로서 인식하며, 여러 가지 사회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복잡한 개념으로 인지된다. 그 다면 사람들은 왜 사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가 ? 사회활동의 유형은 일반 으로

동호회, 동창회, 동기회, 친목회, 종교활동, 사활동, 지

역사회 모임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5].이러한 사회활

동들은 흔히 여가활동과 동일시 하는 연구도 있다[6]. 여

가는 경제 활동 등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을 말한다. 따

라서 스포츠나 취미나 휴가활동등을 말하는데[7] 그 유

형으로는 문화 술 람활동, 문화 술참여활동, 스포츠

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활동, 취미 오락활동, 휴

식, 사회 기타활동으로 구분된다[7]. 따라서 여가활동

을 포함하여 사회활동을 정의하면 사회활동의 개념이 매

우 범 해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

기술의 수 이 한 사람의 사회활동 특히 커뮤니티, 모임,

공동체 참여에 한정지어서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커뮤

니티나 모임이나 공동체등의 경우 온라인 환경하에서의

변화가 많은 향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단 때문이

다[8]. 신 문화 술을 람하거나 스포츠 람과 같이

참여활동의 경우 온라인 환경인지 오 라인 환경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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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보다는 본인의 심정도나 경제 수 에 더 많은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단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사회활동은 커뮤니티, 모임, 공

동체 참여에 한정지어서 개념화하고자 한다.

2.2 디지털정보화  수

디지털정보화의 수 은 매년 정부에서 조사하는 “디

지털 정보격차지수”를 통해 분석할 수있다. 매년 정기

으로 조사하는 디지털 정보격차실태조사는 일반국민의

정보화수 을 거로 하여 일반국민과 정보소외계층(장

애인, 소득계층, 장노년층, 농어민 등)의디지털 정보격

차 수 을 지수로 표 한 것이다. 를 들어,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수 을 100으로 할 때 정보소외계층의 디지

털정보화수 을 측정하여 일반국민과의 격차를 산출한

것이다[9].

디지털 정보격차지수는 유무선 융합 정보통신기기

서비스에 하여 일반국민 비(100이라고 가정) 정보소

외계층의 디지털정보에의 근, 역량, 활용 수 을 종합

한 수를 말한다. 따라서 디지털정보격차지수는 스마트

근격차(20%), 스마트 역량격차(40%), 스마트 활용격차

(40%)의 가 합계로 산출하게 된다[9].

디지털정보 근지수는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

(0.5)와 인터넷 상시 속가능 여부(0.5) 등을 합산한 것

이며, 디지털정보역량지수는 PC 이용능력(0.5)과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0.5)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한 디지털

정보활용지수는 유선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

(0.2)의 합으로 계산된다[9].

2.2 디지털정보화수 과 사회활동만족도

2004년 정보격차지수 조사를 시작한 이래 장노년층의

경우 타 집단과 비교하여 정보화 수 이 낮은 편이었다.

한 2016년부터는 정보격차지수가 디지털정보격차지수

로 변화하 다. 이는 정보격차지수가 PC를 기반으로 한

정보격차 수 을 조사하 다면, 디지털정보격차지수는

유무선 환경하에서 스마트 기기를 포함한 디지털정보화

수 의 격차를 조사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아래

Table 1은 디지털정보화격차 실태조사의 결과 실태조사

의 결과 정보소외계층 에서도 특히나장노년층의 경우

에는 디지털정보화 수 이 가장 낮은 그룹임을 알 수 있

다. 2017년의 경우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수 은 일반

국민을 100이라고 할 때, 58.3으로 나타나 장애인 70의 경

우보다 훨씬 수가 낮으며, 농어민(61.1 )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소외계층 에서도 상 으로 디지

털정보격차 상을 심각하게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 Digital information level of the underprivileged 

compared to the whole nation

따라서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근 뿐 아니라 역

량이나 활용에 있어서도 같이 낮을 것으로 상할 수 있

다[10-12]. 한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수 이 낮음으

로 인해 사회활동 참여에 한 만족도 역시 낮을 것으로

상된다. 온라인에서의 디지털정보화 수 으로 인해 사

회활동에의 참여나 향력에의 수 역시 낮을 것이며,

이로 인해 사회활동에 한 만족도 수 역시 낮을 것으

로 견된다. 따라서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 과

사회활동 만족도 수 간의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해 보

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보여 진다.

3. 노년층  디지털 정보화수 과 

사회활동 만족도 수  

3.1 조사방법

본 연구는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수 과 사회활동

만족도수 간의 계를 고찰하고자 하는 목 이 있다.

이를 해 2017년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 과 사회 활동 만

족도 수 간의 계를 분석하 다[9]. 본 연구에서는 모

바일 기반 스마트 환경에서의 디지털정보화수 과의 회

귀분석을 시행하 다. 2017년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

사의 장노년층 표본추출방법은 2017년 8월 1일 재

국의 만 55세 이상 인구를 상으로 실시하고, 성/연령/

장애유형/ 역지자체별 비례할당표집 방법으로 시행하

다[5]. 실태조사를 한 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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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 조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주기는 연 1회로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의 회귀분석을 해 SAS 10.0을

이용하 다.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수 과 사회활동 만족도 수

간의 계를 분석하기 해서는 디지털 근지수, 디지

털역량지수, 디지털활용지수 디지털종합지수 항목, 그

리고 사회활동 만족도 수 과 련된측정문항을 활용하

여 분석하 다. Table 1에 명시한 로사회활동 만족도

는 커뮤니티, 모임이나 공동체 참여에의 만족도로 측정

하 으며, 사회 활동 만족도 수 1 에서 4 까지의 척

도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division
Not much
at all.

I do not
have much.

I am
somewhat
satisfied

I am very
satisfied

Social activities
(community,
gathering,
community

participation, etc.)

1 2 3 4

Table 1. Social Activity Satisfaction Survey Tool

3.2 노년층 디지털정보화 수 과 사회 활동 만

족도 수 과  단순회귀 

이하에서는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수 과 사회 활

동만족도 수 과의 계를 회귀분석을 통해밝히고자 한

다.

Table 2에서 종속변수는 사회 활동 만족도 수 을 의

미하며, 독립변수는 근지수를의미한다. 장노년층의 경

우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 근지수와 사회활

동 만족수 과의 계를 살펴본 결과 두 변수간의 분포

도 계는 양(+)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

털 근지수가 10 증가할 때 마다 사회 활동 만족수 은

0.05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efficient P-value

Constant 2.1637 <0.01

Digital access index 0.0054 <0.01

R2 0.02

Table 2.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access index of the elderly people 

and the social activity satisfaction level

장노년층의 경우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

역량지수와 사회활동 만족수 과의 계를 살펴본 결과

(Table 3 참고) 두 변수간의 분포도 계는 양(+)으로 나

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털역량지수가 10 증가할

때 마다 사회 활동 만족수 은 0.06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efficient P-value

Constant 2.4700 <0.01

Digital competence index 0.0055 <0.01

R2 0.06

Table 3.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competence index of the elderly 

people and the social activity satisfaction 

level

장노년층의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활동지

수와 사회활동 만족수 과의 계를 살펴본 결과(Table

4 참고) 두 변수간의 분포도 계는 양(+)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털활용지수가 10 증가할 때 마

다 정책 활동 만족수 은 0.07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Coefficient P-value

Constant 2.3979 <0.01

Digital utilization index 0.0068 <0.01

R2 0.06

Table 4.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Utilization Index and Social 

Activity Satisfaction Level of the elderly 

people

한 장노년층의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

종합지수와 사회 활동 만족수 과의 계를 살펴본 결과

(Table 5 참고) 두 변수간의 분포도 계는 양(+)으로 나

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털종합지수가 10 증가할

때 마다 정책 활동 만족수 은 0.08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efficient P-value

Constant 2.2979 <0.01

Digital access index 0.0079 <0.01

R2 0.07

Table 5.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composite index of the elderl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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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논

본 연구는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를 토

로 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 장노년층

의 디지털정보화수 과 사회활동 만족도 수 간의 계

를 분석하 다. 그 결과 디지털정보화수 이 모임이나

커뮤니티, 공동체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활동의 만

족도 수 간의 계를 알 수 있었다. 즉, 장노년층의 디

지털정보화수 이 높을수록 사회활동 만족도 수 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무선 융합의 디지털정보화 수

에 따라 사회활동에의 만족도 역시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장노년층을 상으로

하여 디지털정보격차를 이기 한 지속 인노력이 있

어야 함을 나타내 다.

단순회귀 분석결과를 통해 본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

화 수 과 사회활동 만족도 수 간의 계는 다음과 같

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장노년층의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인터넷 상

시 속가능 여부 등 디지털 근과 사회 활동 만족도 수

과는 양(positive)의 계를 가진다.

둘째, PC이용능력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 등

디지털 정보역량수 과 사회활동 수 역시 양(positive)

의 계를 가진다.

셋째, 유선 모바일 인터넷이용여부등 디지털정보

활용 등의 수 이 높아질수록 장노년층의 사회 활동 만

족도 수 도 양(positive)의 계로 증가하 다.

4. 결론

고령화사회가 진 될수록 정책수요자로서 장노년층

이 차지하는 상은 커질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우리사회의 고령화와 더불어 요성이더해지고 있

는 정책 상자로서의 장노년층의 정보격차 수 에 한

심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물론 이 에도 노인들의 IT

역량에 한 연구들[13-16]이 있었지만, 본 연구는 이

의 연구와는 차별화된 장노년층의 사회활동이 디지털정

보화수 과 깊은 향 계가 있음을 밝 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의큰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수 에 따라 사회 활동 만족도수 에 향

을 다는 사실을 밝 냈다. 따라서 향후 정보소외계층

에서도 일반국민에 비해 디지털정보격차가 가장 컸던

장노년층을 상으로 한 디지털정보 격차해소 정책은 정

부의 요한 심의제가 되어 마땅하다고 단된다.

앞서 Table 1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장노년층의 경우

디지털활용수 과 사회 활동 만족도 수 간의 회귀계수

가 가장 높았다. 이로서 장노년층의 디지털활용이 높으

면 높을수록 이를 통해 모임이나 커뮤니티, 공동체 참여

에 한 만족도 역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상

에서의 유무선 디지털기술을 활용을 자유롭게 할 때 커

뮤니티나 각종 공동체 참여에도 좀더 극 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자유로운 소통이나 온

라인 스키십 등을 통해 사회활동에의 만족도 역시 올라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노년층을 상으로 하

여 디지털기술에 한 거부감을 이며 이를 자유롭게

활용 할수 있도록 하는정부의정책 노력이반드시필

요하다.

그 다면 과연 우리정부는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 에

의 근, 활용, 역량 수 을 높여주기 해 어떠한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

이를 해서는 우선 장노년층을 한 특히 소득계

층의 장노년층을 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이나 모

바일 기기 활용역량 등을 강화하기 한 여러 가지 정책

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 자치단체 수 에서

그 지역의 는 그 지역주민들의 형편에 맞는 맞춤형 교

육이어야 한다. 를 들어 경제 으로 낙후된 농어 의

장노년층을 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이나 디지털 기기

활용역량을 한 교육과 도시의 장노년층을 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은 그 내용이나 수 에 있어 다르게 개별

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 으로 낙후된 지역의 장노년층

을 한 교육의 내용과 질이 도시 지역과는 차별화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 재 이 지고 있는 기 지자

체의 지역주민센터를 심으로 한 다양한 정보화교육의

경우 수 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여 수 별로 다양한 수 의 정

보화 교육이 이 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정보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환경의 변화속도는

장노년층이 따라가기에는 때로는 지나치게 빨라서 자칫

디지털정보화가 우리사회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의 상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 없이 제외될수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 상 혹은 정보지체 상은 사실

사회활동 수 에서의 격차 뿐 아니라, 경제 수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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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나 가족 계등 여타 다양한 부문에서의활동이나 참

여에 있어서도 제2차, 제3차의 향을 주게된 다는 에

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장노년층을 상

으로 한 정보격차해소정책이 매우 지속 으로 시행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수 과 사

회 활동 만족도 수 간에는 정(positive)의 계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정부가 장노년

층을 상으로 한 디지털 정보격차를 한 정책수립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반면, 본 연

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장노년층을 상으로 한 심

층인터뷰 등 질 연구를 통해 그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디지털정보화수 에 따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좀 더 구체 이고 개별 인 내용을 분

석하는 것 역시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단된다.

한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 이 높을수록 사

회활동 만족도가 높은 것은 경제수 에 따라서 다른 결

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 수 은 디지

털정보화 수 에도 향을 미치는 동시에사회활동 만족

도에도 큰 향을 미칠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향후 경

제 인 수 도 포함하여 사회활동 만족도수 과의 계

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후속연구주제를 삼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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