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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인터넷활용이 생활변화, 고독감, 자존감 요인과 삶의 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하 다. 본 연구결과 노인들의 고독감이 인터넷 활용과 일련의 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연구 기 기 모형에서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의 활용이 노인들의 고독감을 완

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 지만, 최종분석의 결과 오히려 노인들의 고독감이 노인들로 하여  인터

넷을 활용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노인들은 자존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터넷의 활용이 자존감 향상에 큰 향을 미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모형의 추정결과 인터넷 활용에 기인한 생활변화 요인이 자존감 향상에 미치

는 향강도가 여타 변인들보다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해서

는 노인의 자존감을 높여야 하며, 이러한 자존감 향상을 해 인터넷 매체를 활용  하는 것이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중심어 :∣인터넷활용∣생활변화∣고독감∣자존감∣삶의 질∣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elderly’s internet use affects changes in life, loneliness, 

self-esteem factors, and life quality.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elderly’s loneliness has a series of relationships with internet use. In other words, the basic 

model of the initial research suggests as in previous research a hypothesis that internet use 

relieves the elderly’s loneliness; however, according to the final analysis result, the elderly’s 

loneliness is rather a motive that makes them use internet. Also, it was analyzed that as the 

old’s self-esteem gets higher, they show higher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quality, and internet 

use affects the improvement of their self-esteem great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estimating 

the final model,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of life changes resulted from internet use and 

influence on the improvement of their self-esteem were far stronger than other variables. 

Therefore, to improve the old’s life quality,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old’s self-esteem, and 

for improving self-esteem, it will bring a great effect to use the media of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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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는 고령화 사회이면서 정보화 사회로 특징 지

워진다. 고령화 사회는 소득증가에 따른 생활수 의 향

상, 의료기술의 발달, 건강에 한 심의 증 , 출산율

의 하, 사회구조의 산업화, 도시화 등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정보화 사회는 인터넷으

로 변된다. 인터넷은 하루가 다르게 발 하고 있는 

일상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 인 수단이 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1]에 의하면, 10 ～30 의 인터넷활

용률은 99%를 상회하여 개인  삶의 요한 공간을 차

지하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 연령층의 인터넷활용률은 

20.1% 수 을 나타냄으로써 많은 노인들은 인터넷에 

속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고령화 상과 함께 한국정보화진흥원[2]의『2010 

국가정보화백서』에 따르면, 자정부 발 지수 세계 1

, 고속인터넷보 률 세계 1 , 국가정보화 수  세

계 3 , 인터넷 이용자 세계 9  등 명실 공히 세계 최

강의 정보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

보화 사회의 도래는 노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정보소외 

 정보격차 문제를 야기 시켰다[3][4]. 단 인 로 정

보문화진흥원의 2007년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

르면 일반국민 100 에 비 노년층은 37.4 으로 취약

계층 내에서도 노인의 정보격차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5]. 

반면 김미량 외[6]는 앞으로 무선인터넷  유비쿼터

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면

서 노인들의 인터넷 활용은 정보에 한 근가능성 문

제를 넘어서 노인문제 해결의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고 하 다. 한, 인터넷의 특징인 상호작용, 동시성, 시

공간  자유로움 등은 오히려 노인들에게 더 유용하며

[7], 정보기술의 활용이 노인의 삶에 있어 재는 물론 

미래, 정서 ,친교, 경제 등의 생활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60  이상 연령

층의 인터넷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정보화 사회

의 응이 아니라 노년의 삶에 있어 만족도를 향상시키

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8].

이처럼 인터넷활용은 노인들에게 많은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노인의 인

터넷활용이 생활변화, 고독감, 자존감 요인과 삶의 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결과

를 기 로 노인에게 한 인터넷활용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 인터넷활용과 고독감 및 자존감과의 관계
Furlong[7]은 인터넷의 사용은 노인들에게 여가, 재

정, 건강 리 등의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유사한 

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해 으로써 노년기 고독

이나 소외 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Gallienne 등[9]은 노인의 컴퓨

터 사용이 주는 장 을 자아존 감 증진 등의 정신  

지지  사회활동의 증가, 즐거움, 고독감 해소 등으로 

표 했다.

Thompson[10]은 은퇴한 노인들에게 인터넷과 이메

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감소시

키고 사회  지지를 증진시킨다고 하 다. White[11]의 

연구에서는 인터넷교육을 받는 노인들은 고독감 수

가 낮아졌으며, 한 온라인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노인들이 시간을 덜 보내는 노인들보다 스트 스를 

게 받는다고 하 다. Lrizarry 등[12]의 연구에서는 인

터넷 교육에 참여했던 노인들은 교육 이후에 과학 기술

에 해 덜 불안해하 으며 자존감이 향상되었을 뿐 아

니라 컴퓨터에 기 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데도 자

신감을 나타내었다.

한 인터넷 사용이 노인들의 사회  을 증가시

키고 고독과 소외문제를 해결해주며 생활의 편리와 즐

거움, 자신감의 회복‧유지시켜  수 있다고 하 다[3]. 

손연기[13]는 인터넷 사용은 사회   약화나 결여

로 인한 사회  고립감이나 소외감의 문제를 해결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 다. 김재

휘 외[14]는 인터넷 사용 과 후를 비교하 을 때 체 

응답자의 73%가 온라인상에서의 친교 확 로 이 의 

외로움과 무료함이 감소하 고 시 변화에 한 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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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함께 스스로의 모습에 한 자존감이 향상되었다

고 응답하 다.

홍명신[15]의 연구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노인들

의 과반수이상이 능숙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사회

나 가족으로부터의 고독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활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노인의 인터넷 활용은 

주  안녕감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음을 정 으로 

변화시키고 소외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자신감을 충

족시켜 사회참여의 기회상실에서 오는 체감도를 

히 낮게 해 다고 하 다[1][16].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노인에게 있어서 인터넷 

활용은 사회  고립감이나 소외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이며, 사회에 재 응하기 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존감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노인 인터넷활용과 삶의 질과의 관계
인터넷 사용이 노인들에게 한 정보를 손쉽게 제

공하여 으로 정 인 향을 주며, 계망을 유지하

게 함으로써 사회  지지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거

나, 사회  배제와 소외로부터 사회  통합의 기회를 

원활하게 해 으로 노인 개개인의 삶에 정 인 향

을 미친다고 하 다[17-19]. Smith[20]는 컴퓨터  인

터넷 활용으로 재택근무의 확산과 노동시간 선택이 가

능해짐에 따라 노동여건이 유연해지고 사회활동의 교

류가 확 되며 정보이용의 편리성으로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다고 하 다.  

한, 인터넷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 인 자원을 신

장시키고 많은 노인들에게 심리 인 행복을 주기도 한

다. 즉 인터넷을 이용한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사회 속

에서 인 계를 넓 주며 화를 즐길 수 있어 삶을 

정 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한다[8]. 노인은 신체

인 노화에 따라 행동반경이 한정 될 수밖에 없기 때

문에 인터넷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층이

기도 한데, 이것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등 인터넷을 이

용하여 많은 이 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1]. 

White[22]의 연구에서는 인커뮤니 이션의 장으로써 

인터넷을 정 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삶의 만

족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인터넷의 사용이 노인들의 삶에 정 인 효과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보화 활성화 방안으로 인터넷 

콘텐츠의 질  향상과 정보화교육의 활성화 등을 제안

하고 있다[23][24]. 구자순[25]은 인터넷사용으로 노인

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시간 ․공간  제약에

서 벗어나 노인들에게 시간 리를 포함하여 생활의 편

리와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 다. 한국 산원[26]은 

노인들의 정보화교육은 지 , 기능  소외감에서 벗어

나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년기의 삶의 만

족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충선‧이춘옥[27]은 노인정보화는 은 층만을 

한 사회변화가 아니라 노년층도 정보화 물결에 편입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궁극 으로 

정보화가 노년층의 삶의 질 방에 지 한 향을 미치

고 있다고 하 다. 신용주[28]는 노인들에게 한 정

보화 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인터넷을 사용함으로

써 노인들의 자아존 감이나 인생의 만족도가 향상되

며 심리 인 복지감도 향상되어 정서 인 혜택도 얻게 

된다고 하 다. 한, 노인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에 

가졌던 기 감보다 실제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난 뒤 체

감하는 만족감이 더 클 뿐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함으

로 인해 소외감이 감소하 고 생활에 활력을 얻어 만족

감을 느끼며 생활한다고 하 다[29].

양 순[30]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과 비이용 

노인에 한 삶의 평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노인들

은 자아통합감이 높고, 자신의 삶을 주 으로 평가하

여 만족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나온 삶을 정

으로 평가하 지만, 인터넷 비이용자 노인들은 타인

을 기 으로 하여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불만족스러운 

생활태도를 보 다. 이 룡[31]은 노인 정보화교육을 

통한 인터넷 활용이 노년기 응과정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상실에 한 보완의 기능보다는 재

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고 하 다. 신용주‧구민

정[32]은 정보화교육을 받은 노인과 정보화교육을 받지 

않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차이에 해 알아본 결과 정

보화교육을 받은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정보화교육을 

받지 않은 노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인터넷 활용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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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넓힐 수 있고, 본인에게 맞는 새로운 삶을 펼쳐 나

갈 수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 활용으로 인하여 심리  

복지감과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삶의 질에 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

게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재와 미

래 상황에 한 지각된 만족정도라고 정의하면서 신체

, 정신 , 사회 , 문화 , 경제  환경을 포함하 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틀은 이론  고찰을 통해 이미 언 된 

바와 같이 인터넷의 사용이 노인들의 생활에 구체 으

로 어떠한 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노인들의 고독감

과 자존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심층 으로 검

토하고자 한다. 한 노인들의 자존감 향상과 고독감 

완화가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이 무엇인지를 

최종 으로 검토하는 가설  계를 나타낸다. 이를 구

체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을 한 기본 모

형은 크게 2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종속변수인 삶의 

질 이외에 독립변수로 인터넷 사용 황, 사용 후 생활

변화, 고독감, 자존감 요인을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

는 [그림 1]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용이 노인

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인터넷의 사용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각 변인을 확인하고 향력의 크기와 경로 

탐색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최 모형의 도출을 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 다. 

그림 1. 연구 분석틀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을 심으로 

노인종합복지 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심으로 무작  

표본추출의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

사는 2010년 7월부터 10월까지 면   우편조사를 실

시하 다. 설문지는 총 700부를 배부하여 총 65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 으며, 신뢰성  응답의 타당성이 떨

어지는 설문지 41부를 제외하고 609부를 상으로 분

석을 수행하 다. 설문지는 5  리커트 척도를 통해 조

사되었다.1 설문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하

여 선행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문항들

을 토 로 설문지를 작성하 다. 자료의 분석은 사회과

학 통계패키지 로그램인 SPSS(version 10.2)를 이용

하 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을 해서 AMOS (version 

4.0) 로그램을 이용하 다. 

Ⅳ. 분석결과

1. 신뢰성과 타당성 검토
인터넷의 사용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구

조를 분석하기 해서는 우선 각각의 개념을 어떻게 구

성하는가에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varimax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

며, 추출된 요인군 별로 Cronbach's Alpha( )값을 이

용하여 측정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Cronbach's   계수가 최고 .83에서 최  

.78로 충분히 높게 나왔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인터

넷 사용실태는 Cronbach's   = .82, 생활변화 

Cronbach's   = .81, 삶의 질 Cronbach's   = .80, 자

존감 Cronbach's   = .78, 고독감 Cronbach's   = .80

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택기 의 차원구성과 측정변수의 타당도를 

1 조사 상자의 구체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318명으로 52.1%이며, 

여성은 291명으로 47.4%이다. 연령은 65세 이하가 16.4%이며, 65세 

이상 70세 이하가 43.3%이다. 70세 이상 75세 이하가 25.2%이며, 75

세 이상이 15.1%이다. 조사 상자들의 가족 구성을 살펴보면 독거노

인이 17%이며, 부부 가족의 경우에는 29.6%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노인의 경우는 27% 으며, 기타 가족의 경

우는 9%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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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해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은 고유치가 1.0이상이고  백분율이 

50%이상인 것을 요인으로 추출하 으며, 요인과 변수

간의 련성이 최  요인 행렬보다 더욱 명확히 나타내

기 해 varimax rotation을 활용하 다. 본 연구의 설

문항목의 표본 합도는 0.716로 KMO의 단기 (＞

=0.5)에 따라 요인분석을 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잠재변수와 측변수를 살펴보면 요인 1은 

인터넷 활용수 , 인터넷 용어, 이용 사이트,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 이메일 활용, 인터넷 동호회 활동 항목

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인간 계의 폭, 윤택해진 인

생, 은 사람과의 화,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활용

의 지속성, 인터넷 사용의 만족감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 다. 요인 3은 삶의 질과 련된 문항으로 인생의 가

치, 여생의 가치, 즐거운 여생, 삶의 지속에 한 의지와 

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 4는 자존감과 

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요인 5는 고독감

과 련된 문항이 하나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2.1 인과모형의 분석
본 연구는 구체 으로 노인들의 인터넷 사용이 노인

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터넷 사용실태, 사용으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이 노인들의 고독감

과 자존감에 미치는 향요인을 검토하고, 궁극 으로 

이것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 계를 규명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인과모형은 분석틀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이론  고찰을 통해 언 된 4가지 요인들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가설  계를 [그림 2]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상기 이론  논의에 기 한 가

설모형을 분석하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용하

다. 분석된 제안모형의 합도를 분석하기 해서는 구

조방정식 모형의 합도 지수와 경로의 통계  유의비

율을 살펴보게 된다. 상기 제시된 제안모형을 ML추정

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합지수의 산출결과는 

[표 1]과 같다. 

그림 2.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분석 모형

표 1. 기초모형의 모형적합도

비교기 수용기 제안모형

적
합
도

절대
적합
지수

 X2(df) - 799.790(317)
 p-value p＞0.05 0.000
 적합지수(GFI) ＞=0.9 0.910
 조정적합지수(AGFI) ＞=0.9 0.893
 평균오차제곱근(RMR) ＜=0.05 0.047

경로의 통계적 유의비율 %(유의/전체) 1003%(7/7)

6개의 기 을 통해 가설  인과모형의 합도를 단

한 결과 본 연구의 가설  인과모형의 합도는 

p-value와 조정 합지수(AGFI)를 제외한 4가지 기

에 부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제안모형에서 제

시한 연구가설 7개 에서 7개가 유의수  0.05이하, t

값 1.96이상의 기 에서 채택되었다. 한편 추정된 구조

모형의 ‘ 측변수 합도’를 통해 잠재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 결과 27개의 측변수 모두 유의수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안모형 경로

의 통계  유의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기초모형의 추정결과

구  분 추정치
표
추정치

표
오차

t값
유의
수

인터넷 활용→생활변화
생활변화→고독감
생활변화→자존감
고독감→자존감
생활변화→삶의 질
자존감→삶의 질
고독감→삶의 질

 0.620
-0.114
 0.359
-0.178
 0.204
 0.503
-0.129

 0.538
-0.124
 0.404
-0.185
 0.242
 0.531
-0.142

0.068
0.047
0.046
0.047
0.041
0.055
0.040

 9.165
-2.424
 7.742
-3.801
 4.991
 9.157
-3.214

0.000
0.015
0.000
0.000
0.000
0.00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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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기 모형 경로의 통계  유의

도를 살펴본 결과, 제시된 7개의 가설  인과 계 모두

가 채택됨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수정의 여지가 있고, 

기본  합기 에 부합하지 않아 AMOS 로그램이 

제시한 수정지수를 반 하여 2차례에 걸친 수정을 거

쳐 최 모형을 제시하 다. 

2.2 수정모형 분석 및 최적모형 도출
앞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은 기  인과모형

을 제시하고 모형의 합도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

토하 다. 분석결과 2차례의 수정을 거쳐 최 모형을 

도출하 다. 그 구체 인 분석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수정모형의 적합도

비교기
수용
기

기
모형

1차수정
모형

최
모형

적
합
도

절대
적합
지수

x2(df) - 799.790
(317)

204.425
(242)

202.313
(242)

p-value p＞0.05 0.000 0.962 0.970
적합지수(GFI) ＞=0.9 0.910 0.976 0.976
평균오차제곱근(RMR) ＜=0.05 0.047 0.024 0.023
조정적합지수(AGFI) ＞=0.9 0.893 0.963 0.963

증분
적합
지수

표준적합지수(NFI) ＞=0.9 - 0.965 0.965
비교적합지수(CFI) 최대값 - 1.000 1.000

간명
적합
지수

아카이께 정보기준(AIC) 최소값 - 476.425 474.313
간명적합지수(PGFI) ＞=0.9 - 0.625 0.625
간명표준적합지수(PNFI) ＞=0.9 - 0.665 0.665
근사평균오차제곱근
(RMSEA) ＜=0.05 - 0.000 0.000

경로의 통계적 유의비율 %(유의/
전체)

100
(7/7)

85.71
(6/7)

100
(7/7)

본 연구의 1차 수정모형에서는 생활변화가 노인들의 

고독감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유의수  0.1에

서는 채택되었으나, 유의수  0.05에서 기각되었다. 유

의수  0.1을 기 으로 기존 모형을 고수할 경우의 분

석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1차 수정모형의 추정결과

구  분 추정치
표
추정치

표
오차

t값
유의
수

인터넷 활용→생활변화
생활변화→고독감
생활변화→자존감
고독감→자존감
생활변화→삶의 질
자존감→삶의 질
고독감→삶의 질

 0.607
-0.096
 0.634
-0.201
 0.113
 0.506
-0.135

 0.538
-0.103
 0.667
-0.196
 0.129
 0.550
-0.143

0.068
0.050
0.090
0.050
0.045
0.066
0.039

8.913
-1.919
7.018

-4.039
2.531
7.633

-3.413

0.000
0.055
0.000
0.000
0.011
0.000
0.000

본 연구는 기 인과 모형을 제시하면서 인터넷의 활

용이라는 부분이 노인들의 고독감을 완화시키고, 이것

이 자존감의 향상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

라는 가설을 제시하 다. 이상의 가설을 지지하는 1차 

수정모형의 모형 합도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수정모형에 비해 나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설채택 여부의 엄격성을 기해, 인터넷 활용 

이후 노인들의 고독감 변화와 련된 가설을 기각하고 

모형을 제시할 경우, 기존 선행연구와 매우 큰 차별성

을 가진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Furlong[7], Gallienne[9]는 노

인의 인터넷 사용이 직 으로 고독감 해소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며, Thompson[10]

은 노인들의 이메일 활용이 고독감을 감소시킨다는 연

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국내 연구로는 손연기[13]가 

인터넷의 사용이 사회  을 강화시켜, 고립감을 감

소시킬 것이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 다.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

치는 여러 변수  고독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완

화시켜주는 변수로서 인터넷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그

러나 1차 수정모형 분석결과를 그 로 채택하게 되면 

인터넷 활용과 고독감 사이에 계성이 완 히 부정되

어 연구의 본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AMOS 로그램이 제시한 수정지수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새로운 가설  계를 추가해 새로운 

모형을 작성하 다. 그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제 3차 수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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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모형이 기존 모형과 다른 은 고독감이 인터넷 

활용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  계가 추가된 모형이

다. 최종 수정모형의 합지수, 증분 합지수, 간명

합지수를 총체 으로 고려한 결과, 14개의 측정지표 

 PGFI와 PNFI를 제외한 12개의 지표가 합하게 분

석되어 수정모형의 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한 삶의 질 향요인에 한 경로구조를 분석

해 보면, 노인들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활변화, 자존감, 고독감이 직 으로 노인의 삶의 질

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터넷 

활용은 생활변화에 향을 미치게 되면서 간 으로 

노인생활 삶의 질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신용주[28], 안태욱[29], 양 순[30]의 연구

와 일치하 다. 구체 인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최종모형의 추정치를 검토한 결과 제

시된 7개의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최적모형의 추정결과

구  분 추정치
표
추정치

표
오차

t값
유의
수

고독감→인터넷 활용
인터넷 활용→생활변화
생활변화→자존감
고독감→자존감
생활변화→삶의 질
자존감→삶의 질
고독감→삶의 질

-0.115
 0.605
 0.625
-0.203
 0.114
 0.506
-0.135

-0.121
 0.535
 0.658
-0.198
 0.130
 0.550
-0.198

0.048
0.068
0.090
0.050
0.045
0.066
0.040

-2.395
 8.920
 6.931
-4.040
 2.554
 7.619
-3.387

0.017
0.000
0.000
0.000
0.011
0.000
0.000

3. 구조모형 영향력 분석
[표 5]에서 언 한 최 모형의 추정결과를 반 한 노

인 삶의 질 향구조는 [그림 4]와 같다. 

 주: 모든 추정치는 유의수준 0.05에서 채택됨.
그림 4. 영향요인의 구조모형

본 연구의 최종 구조모형의 가설 경로의 향력을 살

펴보면, 종속변인인 삶의 질에 직 효과를 가지는 변수

로는 고독감, 생활변화, 자존감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편 본 연구의 주된 심사가 된 인터넷 활용과 삶

의 질 변인 간에는 간 효과 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 으로 설명하면 인터넷 활용은 생활변화에 

향을 미치게 되고, 이 생활변화요인은 직 향을 미

치고 더불어 자존감에 향을 주어 종속변인에 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로분석에 있어서 간

효과(indirect effect)는 독립변수의 효과가 하나이상

의 간변수에 의해서 매개되어 종속변수에 향을 미

치는 경우를 나타낸다. 따라서 각 잠재변수가 삶의 질

에 미치는 직․간  효과를 종합 으로 분석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삶의 질 영향요인 효과분석

직 효과 간 효과
체
효과독립

변수
효과 매개변수 효과 총계

고독감 -0.198

→자존감→ -0.109

-0.122 -0.307
→인터넷 활용→
  생활변화→ -0.008

→인터넷 활용→
  생활변화→자존감→ -0.005

인터넷
활용 -

→생활변화→  0.070
0.095 0.095

→생활변화→자존감→  0.025
생활변화 0.130 →자존감→  0.362 0.362 0.492
자존감 0.550 - - - 0.550

노인들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직․간

 효과를 모두 고려한 체효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

존감의 강화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향

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김재휘 외

[14]의 연구와 일치하 다. 본 연구의 취지에 맞추어서 

상기 분석결과를 검토하면, 인터넷의 활용이 노인들에

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는 하나의 매개가 되어 노인

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앞서 제기

한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과 그 경로를 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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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틀에서는 노인들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이 7개의 경로를 통해 향 계에 있을 것이라는 가

설을 세웠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결과 6개

의 가설이 채택되었고, 나머지 1개의 가설은 기각되었

다. 한편 하나의 가설이 추가되는 모형이 구성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 까지 인터넷의 활용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경험 으로 검증하고자 

하 다. 특히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 노인 개개인의 고

독감  자존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며, 나아가 이

것이 궁극 으로 삶의 질에 미치게 되는 향 계를 검

증하는 것이 주된 목 이었다. 분석의 결과,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요한 몇 가지 시사 을 얻

을 수 있었다. 

먼  본 연구의 기 기 모형에서는 기존 연구와 마

찬가지로 인터넷활용이 노인들의 고독감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 지만, 최종분석 결과 오히려 

노인들의 고독감이 노인들로 하여  인터넷을 활용하

게 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인터넷활용이 노인의 고독감에 부(-)의 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의수  0.1 수 에서는 채택되었으며, 그 역의 

계에서는 유의수  0.05수 에서 -0.121 정도의 향

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으로 노인

들은 고독감 완화의 목 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

며, 이는 궁극 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에 정  향

을 미치고 있었다.  

직 효과만을 고려할 때 노인들은 자존감이 높을수

록 삶의 질에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인터넷활용이 자존감 향상에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기 고

독감 변수와 련된 함의와 함께 고려할 만하다. 일반

으로 선행연구들은 인터넷활용은 고독감을 감소시키

고(Thompson[10], White[11], 홍명신[15]), 자존감을 향

상시킨다고(정순둘 외[3], Lrizarry 외[12], 김재휘 외

[14]) 언 하지만, 이 3가지 변수들의 계성을 다시 정

립할 필요성이 있다. 즉 고독감 완화의 동기는 노인들

로 하여  인터넷을 하게 하고, 이것이 자존감을 회

복시켜주는 순차  계를 상정할 수 있다. 물론 노인

들이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로 고독감이 유일

한 변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외부와 하고, 소통

하려는 의지는 고독감에 의해 발 되고, 이것이 인터넷 

활용의 동기로 작용될 것이다. 

최종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인터넷활용에 기

인한 생활변화 요인이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향강도

가 여타 변인들보다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삶의 질 제고를 해서는 노

인의 자존감을 높여야 하며, 이러한 자존감 향상을 

해 인터넷 매체를 활용  하는 것이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시사 을 제공해 다. 한, 인터넷활용이 

은 층만을 한 사회변화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 그

리고 고령사회에 진입한 오늘 날 노년층도 인터넷  

정보화 물결에 편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활용이 

생활의 변화, 고독감 감소, 자존감 증진 등 노인의 일상 

사회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궁극 으로 노인

들의 삶의 질 반에 정  향을 미치고 있다는 

을 실증 으로 보여 주었다. 

이처럼 본 연구가 기존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은 기

존 선행연구들은 노인들의 인터넷활용 동기에 해서 

침묵하고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고독감이 

인터넷활용과 일련의 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존 선행연구들은 인터넷활용이 노인의 

고독감을 완화시킨다고 하 으나, 본 연구결과 고독감 

때문에 오히려 노인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동기로 작

용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한 인

터넷활용이 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구체 인 

메커니즘을 규명하 다는 것이다.

이에 노년층들이 쉽게 근하여 인터넷을 활용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인 라 구성과 콘텐츠 개발에 

더욱 매진하는 것은 정보화 시 를 살아가는 노인들에

게 매우 요한 정책이며, 이를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극 반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인터넷활용으로 인

한 삶의 질은 개인 ‧지역 ‧문화 인 면에서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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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충청북도내의 노인

종합복지 을 이용하는 노인만을 표본으로 연구 했다

는 것은 본 논문의 한계로 남는다. 한 본 연구는 양

방법을 활용하 으나, 양 방법만으로 인터넷 활용과 

삶의 질과의 향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노인의 인터넷활용에 따른 수 별, 교육기 별, 활용방

법에 따른 좀 더 다양한 세부요인 분석과 심층 인 질

 연구가 후속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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