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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층의 모바일기반의 정보행위를 정보활동이 가장 왕성한 계층중의 하나인 대학생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 동시에 이들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기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자체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고령층 375명과 대학생 323명의 데이터를 카이제곱검
정과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경제 상태에 따른 모바일기기 보유여부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이들 두 집단이 모바일기반의 정보행위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가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령층은 
모바일기기의 활용교육 확대를 통하여, 대학생층은 무상 혹은 저가 모바일기기의 보급을 통하여 정보활용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양한 연구결과를 표와 그림과 함께 제시하였다.

키워드: 모바일기반, 정보활동, 고령층, 대학생, 정보격차해소, 차이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mobile-based information behaviors of the older adults 
with comparison of the college students and then to provide some fundamental ideas of the bridging 
digital devide for them. For this aims, data were collected from seniors and college students living 
in Daegu and Kyung-buk province via a self-designed questionnaire, and the data of 375 seniors and 
323 college students were analysed with x2 and t-test using SPSS. It revealed that the economic 
condition did not influence in the possession of mobile devices, and for leisure was most favorite activity 
in both groups. However, the college student group suggested the supply of free or low price mobile 
device; whereas the older adults group suggested the spread of education of mobile device usage would 
be the most important matter for bridging the digital devide. Various results of the study were presented 
with tables and figures in this paper.

Keywords: Mobile-based, Mobile device, Information behaviors, Older adults, College students, Bridging 
digital divide, Group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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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무선인터넷 보급의 증대와 유비쿼터스 환경의 구축은 개인의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변화를유도하며금융, 사회활동, 학습, 업무, 여가등우리일상생활에많은영향을미치고

있다. 이러한새로운변화는기존의정보격차수준을넘어또다른차원의격차를발생시켜결국

새로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쉽게 정보취약계층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취약계층을위한정책의일환으로정보기술의보급이상대적으로더딘집단에게문화적이

질화현상과세대간의단절현상을우려하여이들집단에대한복지및부가서비스의가치창출과

온라인콘텐츠참여를유도하여수준높은정보활용을증대하기위한정책을실시한경우도있다.

예를들어, 미국의경우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는

“Falling through the Net: Defining the Digital Divide” 정보격차 보고서를 통해 정보화 혜택을

받지못하는정보취약계층에게정보활용의활성화를위한 ‘E-Rate 계획’을추진하여인터넷이용

을 지원하였다.1) 일본의 경우는 인터넷기반의 교육과 디지털 시대를 실현하고자 정보리터러시

(Information Literacy) 정책과정보격차해소정책을추진하여고령층과장애인의사회참여를유

도하였다.2) 우리나라역시정부주도의정보격차해소정책으로정보화수준이 2011년 72.4%에서

2012년 74.0%로 1.6% 개선되었으며, 매년정보접근과정보역량그리고양적및질적정보활용수

준의 상승하고 있어 이 정책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2013년 한국문화진흥원의 정보화 실태조사4)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7년 17.4%에서 2012년에는 24.0%로 집계되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인터넷이용률이 82.1%라는점을고려할때고령층은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과더불어

여전히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고령층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논의는 주로 컴퓨터기반에 초점을 맞추어 활발히 이

루어졌으나최근높은보급률을보이고있는모바일기기에초점을맞춘연구는아직미미한상태

이다. 더욱이세대간격차에따른분석으로정보격차해소방안을연구한선행연구는아직수적으

로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고령층의모바일기반의정보행위를정보활동이가

1)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Administration) Home page, <http://www.ntia.doc.gov/>

[cited 2013. 11. 23].

2) 강신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 이슈,"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6권, 제1호(2001), pp.36-46.

3) 통계DB,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인용 2013. 11. 25].

4)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http://isis.kisa.or.kr/sub02/#> [인용 201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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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왕성한계층중의하나인대학생과비교분석을통하여파악하고동시에이들의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기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연구방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기반의 기기는 스마트폰과 휴대폰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정보행위는 크게 정보행위 목적에 따라 5가지(업무 혹은 학업, 가사 및 개인용무, 여가,

사회활동, 의사소통및교제활동)와접근정보의유형에따라 4가지(오락정보, 금융정보, 사회활동

정보, 지식정보)로 나누었다.

셋째, 고령층은 60세이상으로하였고, 대학생층은학부생과대학원생을포함하였다. 조사지역

은 대구와 대구근교로 한정하였다.

넷째, 설문지는문헌연구를바탕으로자체개발한것으로크게 (1)응답자의기본정보, (2)응답

자의모바일기기보유실태, (3)응답자의모바일기기사용수준, (4)응답자의모바일기반정보행위

실태, (5)응답자의 모바일기반 정보행위 불편사항과 해소방안으로 이루어졌다. 두 집단을 위한

설문지구성과항목은모두동일하게하였으나, 응답자의기본정보 4가지중에서 2가지만적절하

게수정하였다. 즉, 고령층의 ‘최종학력’과 ‘경제상태’를대학생층의경우는 ‘학위과정’과 ‘한달생

활비’로하였다. 다섯째, 설문은고령층의경우는대부분 1:1 면대면를통하여, 대학생층의경우는

주로 집단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여섯째, 수집된 데이터는 주로 카이제곱검정과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3. 선행연구 개관

김정기5)는 10대청소년과 40대 이상성인을대상으로세대에따른휴대전화의이용특성과차

이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이 성인 이용자에 비해 구체적인 이용 동기를 가지며 휴대전화 이용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콘텐츠를 활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조주은6)은참여관찰과심층면접을통해고령층의휴대전화수용과이용형태에따라소극형과

자유형으로구분하여동일세대내에서발생하는이용차원에서대두되는이용격차문제를설명하

고 가족형태가 사용법 학습환경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함을 설명하였다

5) 김정기, "청소년과 성인집단의 휴대전화 이용 특성 비교," 한국언론학보, 제49권, 제3호(2005), pp.262-290.

6) 조주은, "고령층의 모바일 격차 : 휴대전화의 확산, 그러나 제한된 채택," 한국사회학, 제44권, 제5호(2010)

pp.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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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언, 김의철, 박영신7)은사회․문화적인변화에적응이빠르고현상에대한이해와학습속

도가빠른청소년기와달리노년기로갈수록수용속도가느려질뿐아니라축척되어온생활습관

과학습된것에서새롭게등장하는것을습득해야한다는부담감과빠른변화의부적응이정보격

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Chinn과 Fairlie8)은경제능력, 교육수준, 연령 등환경적범주에따른정보기기보유의차이로

정보격차가발생한다는단편적인관점이었으나정보와네트워크의진화와그영향으로정보접근

의기술적방법과사용성변화로격차가발생한다고설명하였다. 이에정보격차발생의원인을파

악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분석이 요구되며 현상에 맞는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Ryu, Kim, Lee9)는장노년층을대상으로한 UCC활용연구를통해과거경험이정보콘텐츠활

용에 유용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시간적 여유, 활용방법에 대한 지원여부 등이 사용성과

활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권문주, 최연숙, 김태웅10)은노년층의복지혜택을위해전자정부서비스활용의필요성을설

명하며이용활성화를위해노년층을대상으로서비스활용에관한연구가활발해야함을강조하

였다. 동시에복지적혜택과직결되는전자정부서비스를바탕으로정보격차해소방안을마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김은정, 이재웅, 양희인11)은정보격차수준을접근, 역량, 활용지수로측정하여일반국민과장

애인, 장노년층, 농어민, 저소득층을포함한 취약계층중 지원이우선적으로 필요한계층을 선별

하고그들의특성을분석하였으며집단별정보이용요구에따라맞춤형활용교육을실시해야한다

고 강조하였다.

박영미12)는정보활용수준과복지의상관관계에관한연구에서정보복지개념을설명하고컴

퓨터 및 인터넷 활용률, 지역경제력지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를 활용하여 정보격차해소를 위

한정부정책의형평성을분석하고자정부사업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으며정부의정보활용지

원정책으로 정보복지 가치의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7)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청소년과 성인 간의 세대 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제6권, 제1호

(2000), pp.181-204.

8) M. D. Chinn and R. W. Fairlie, "The Determinants of the Global Digital Divide: a Cross-country Analysis of

Computer and Internet Penetration," Oxford Economic Papers, Vol.59, No.1(2007), pp.16-44.
9) M. Ryu, S. Kim and E. Lee, “Understanding the Factors Affecting Online Elderly User's Participation in Video

UCC Services," Journal of Computer in Human Behavior, Vol.25, No.3(2009), pp.619-632.
10) 권문주, 최연숙, 김태웅, "정보격차해소차원에서의전자정부서비스이용촉진연구 : 장노년층사례를중심으

로," 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9권, 제2호(2010), pp.73-92.

11) 김은정, 이재웅, 양희인, “우리나라 정보격차실태와 정책적 함의 : 2007년도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3호(2008), pp.75-101.

12) 박영미, "정보복지를위한정보격차해소정책에대한분석,"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4권, 제2호(2004),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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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정보격차와 해소 방안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1995년 신문기사나정치연설에서등장한용어로써인터넷기반의

정보기기접근형태에따라발생하는사회적차이를의미하였다.13) 초기정보격차의의미는새

로운정보기술을통한정보접근방법이경제력, 성별, 연령에따라불균형하게나타나는현상을지

칭하였으나정보와소통기술의변화로정보격차개념은동적으로변해왔으며14) 이러한흐름에

따라 van Dijk15)은 정보격차 유형을 4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 번째, “Motivational access". 이용 동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정보격차 수준.

두 번째, “Material access". 정보기기 미보유로 나타나는 정보격차 수준.

세 번째. “Skills access". 디지털 기술 부족으로 나타나는 정보격차 수준.

네 번째. “Usage access". 사용기회 부족으로 나타나는 정보격차 수준.

90년대말부터정보격차의미는인터넷이나 PC를사용하기위한초기비용의차이로발생하는

정보기기접근(Material access) 관점이었으나무선인터넷, 유비쿼터스환경과같은의사소통기

술의 반영으로 접근기술(Skills access) 개념이 더해져이용자 간의 정보 활용정도를 나타내는

정보의활용성(Usage access)으로의미가확대되었으며,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제2조 1항에

서는정보격차를지역적·신체적또는사회적여건으로인해정보통신망을통한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사회 동참기회를 부여하여 삶의 질 향

상을도모한다는목적아래 1997년 ‘사랑의그린 PC 보급사업'을시작으로 IT 기술활용을위한

정보접근및이용환경조성과정보화교육진행으로정보활용능력을배양하기위한사업을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결과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4,530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보급

되었으며현재까지 고령층 14,884명의고령층과 51,652명의장애인이정보화교육을 받은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2011년 72.4%에서 74.0%로 2012년은 1.6% 개선되었으며 2004년 초기 정보격차 지수가

13) S. Molnár, "The Explanation Frame of the Digital Divide," The Proceedings of the IFIP Summer School, Risks
and Challenges of the Network Society, (2003), pp.4-8.

14) 이승민, "미국 사회에서 스마트 기기가 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2호

(2012), pp.1-24.

15) J. van Dijk, The Network Society : Social Aspects of New Media, 2nd Edition (London: Sage, 2006),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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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것에대비하여 29%상승하였음을확인하였다. 또한매년각부문별정보화수준의상승

으로범부처차원에서추진하고있는정보격차해소정책이가시적으로성과를거두고있는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단위 : 점

년도　 종합격차지수 접근격차지수 역량격차지수 양적활용격차지수 질적활용격차지수
2004 55 36.3 72.5 65.8 70.4
2005 46.7 29 65.8 57.8 62.3
2006 38 19.8 57.1 49.7 53.6
2007 34.1 13.5 55.5 47.2 52
2008 32 10.3 54.3 45.6 49.9
2009 30.3 9 51.1 44.3 47.7
2010 28.9 8.2 49.2 42.5 45.9
2011 27.6 7.3 47.2 41.4 43.2
2012 26 6.6 43.9 40.3 39.6

* 100-격차지수 = 부문별 정보화 지수
자료 : 통계청 2013 

<표 1>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추이

하지만취약계층의정보화수준은지속적으로제고되고있음에도접근부문에비해활용부문

의정보화수준은상대적으로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각부문별격차지수를살펴보면정보기기

접근및보유와관련된접근격차지수를제외하고사용능력차이를뜻하는역량격차지수와사용수

준차이를의미하는활용격차지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시설확충과환경조성으로한정된범

위에서접근부문의정보화수준을제고시킬수있다면역량과활용부분은이용자사용질의개선

을위해개인의인식과태도혹은행동유발형성과정보접근성기반의정책적추진강화가요구되

는 바이다.

2. 세대별 정보행위의 특성

정보행위(Information Behavior)는개인이나집단의목적을성취하기위한수단으로써정보기

술․사회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뜻한다.16)

이외에 이용자들이 매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행동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하려는 선택

적행동으로정의되며17) 개인또는집단이사회네트워크를통해복합적인상황을공유하고인식

하여상황에응답하는것으로상황에따라개인간의빈번한커뮤니케이션을하는행위로설명되

16) 이복자, 명승환, 권용민, 박주용, “세대간 정보활용의 행태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 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4권, 제3호(2011), p.58.

17) 정진식, “이용자의 정보추구행동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7권, 제3호(2000), pp.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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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다.18) 이와같이개인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정보를활용하는행위는능동적인정보공유

활동으로써 목적에 부합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19)

정보행위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으로 여가활동과 경제활동은 물론 사회 참여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매년전국민의국내인터넷이용률을확인하고정보활용수준과행태를

파악하고자 조사대상을 2006년부터 만3세 이상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그림 1>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률 추이

<그림 1>은 2013년에 조사된전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을제시한 것으로 무선인터넷 이용자를

포함하여나타낸것이다. 만3세이상국민의인터넷이용률은 82.1%로 10대에서 30대까지이르는

젊은층대부분이인터넷을이용하며, 연령대가높을수록이용률은현저한차이를보였다. 60세이

상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3-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정보획득 28.4 93.7 99.8 99.8 98.2 91.6 74.7
여가활동 96.0 97.2 97.6 93.3 82.9 68.6 50.2

커뮤니케이션 27.9 91.9 99.6 98.7 92.7 76.1 45.0
구매 및 판매 0.9 28.6 81.4 73.0 47.7 22.6 7.8
홈페이지운영 2.9 45.2 67.3 50.9 29.7 14.3 5.4

교육․학습 32.2 56.9 28.7 8.4 6.0 2.7 1.2
커뮤니티 1.2 18.1 30.8 25.0 14.5 8.9 3.4
구직활동 - 4.3 27.0 11.9 6.0 2.4 1.1
SW다운 0.9 22.6 22.1 16.7 12.2 6.2 2.2
파일공유 0.05 7.0 14.1 11.4 6.1 2.2 0.5

<표 2> 우리나라 국민의 연령대별 인터넷 활용 목적

18) Diane H. Sonnenwalda and Linda G. Pierceb, “Information Behavior in Dynamic Group Work Contexts :

Interwoven Situational Awareness, Dense Social Networks and Contested Collaboration in Command and

Control,"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Vol.36, No.3(2000), p.463.
19) 이복자 등, 전게논문,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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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만3세이상이용자의인터넷활용목적을나타낸것이다. 연령대별인터넷활용목적

을살펴보면, ‘정보획득'을위한이용은 60세이상을제외한전연령대에서 90%이상으로나타났

으며, ‘교육 학습'(56.9%)은 10대에서, ‘커뮤니케이션’(99.6%)과 ‘인터넷구매및판매'(81.4%)는

20대에서, 타연령대에비해높은이용률을보였다. 60세 이상고령층의경우는정보획득, 여가활

용,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주된 목적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연령대에따라정보활용률과선호하는분야가다양하게나타났으며특히고령층의

인터넷이용률과정보활용정도는타집단에비해저조하다는것을알수있었다. 고령층이정보

활용의무능력함을극복하기위해최소한의정보활용을보장하고편리한생활을영위하도록정보

격차는해소되어야한다는서이종20)의주장과같이전세대가적절한정보를활용하고학습만족

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자극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보활용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조사 대상자

조사대상자는 대구와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이지역대학의 대학생으로 한

정하였다. 고령층의 경우는 1차적으로 해당지역의 시청 혹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경로당을

포함한노인복지 관련기관을선정하였으며, 2차적인선정 기준으로는재가시설이아닌 교육제

공, 여가시설, 친목도모등의목적으로운영하는기관만을선정하였다. 이들해당기관에전화문

의를통해설문목적을설명하고협조를구한후담당자의승인을통하여최종설문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대학생의경우는대구와경북지역소재 4년제대학교 5곳에재학중이거나휴학중인

대학생과대학원생을포함하였다. 이들은봉사단체와대학원연구실을사전약속후방문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강의실, 여가시설 방문을 통하여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본연구에서사용한설문지는문헌연구를토대로경북대학교「정보격차연구사업단」에서자

체개발하였다. 이는크게 (1)응답자의기본정보, (2)응답자의모바일기기보유실태, (3)응답자의

모바일기기사용수준, (4)응답자의모바일기반정보행위실태, (5)응답자의모바일기반정보행위

20) 서이종, “고령층의삶의질향상을위한정보복지정책방향, 유비쿼터스시대정보복지정책방향 : 노인정보접

근권 향상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안명옥의원실 주최 세미나 자료(2007), pp.41-63.

- 256 -



대학생층과 비교를 통한 고령층의 모바일기반 정보행위 분석  9

불편사항과해소방안으로이루어졌다. 두집단을위한설문지구성과항목은모두동일하게하였

으나, 응답자의기본정보 4가지중에서 2가지만적절하게수정하였다. 즉, 고령층의 ‘최종학력’과

‘경제상태’를 대학생층의 경우는 ‘학위과정’과 ‘한 달 생활비’로 하였다.

응답자의기본정보는 연령, 성별, 최종학력(학위과정), 경제상태(한달생활비)로 구성되었고,

응답자의모바일기기보유실태는일반휴대폰과스마트폰보유여부를조사하였다. 응답자의모바

일기기사용수준은크게전혀사용불가, 사용하는법을대충알고있으나어렵게느껴지는초급,

능숙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중급, 그리고 어려움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급의 4가지 수준으로 나누었다.

응답자의 모바일기반 정보행위 실태조사는 고령층과 대학생층에게 정보행위 목적을 업무(학

업)용, 가사및개인용무용, 여가용, 사회활동용, 그리고의사소통및교제활동용등 5가지로나누

어제시하여이중 3가지를선택할수있게하였다. 추가적으로이들이검색하여접근하는정보의

유형을 오락정보, 금융정보, 지식정보, 사회활동정보 등 4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여 이 중 각자가

해당하는 정보의 유형에 모두 체크하게 하였다.

응답자의모바일기반정보행위불편사항은모바일기기미보유, 모바일기기를사용하는기술이

나능력부족, 모바일기기를통해인터넷을활용하는기술이나능력부족, 모바일기기의사용법이

너무복잡함, 모바일기기의사용환경(인터넷,Wi-Fi 등) 제약, 모바일기기를통해사용할수있는

유용한 정보부족, 신체장애나제약으로 인한정보콘텐츠 사용의어려움, 그리고 스팸메일, 개인

정보유출, 불건전정보유통, 해킹 등정보화역기능문제등 8가지 제시된요인중에서 3가지를

선택하게했다. 한편이러한정보행위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는모바일기기무상또

는저가보급, 전용모바일기기개발, 모바일기기활용교육확대, 모바일기기인터넷활용교육확

대, 모바일기기 사용법 개선, 모바일기기 사용환경(인터넷, Wi-Fi 등) 개선, 유용한 정보 확충,

신체장애자나제약자(시력, 거동불편등)를위한모바일기기개발및보급, 그리고모바일기기보

안강화 등 8가지 제시된 방안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하게 설계하였다.

전체 설문지의 구성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조사내용

1. 기본정보

연령
대학생 : 만20세 미만 – 만32세 이상 (대학원생 포함)

고령층 : 만60세 이상

성별 남, 여

학력
대학생 : 학위, 석사, 박사 과정

고령층 : 초등 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경제
상황

하, 중하, 중, 중상, 상

<표 3>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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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기기 보유여부 일반휴대폰, 스마트폰 보유 여부

3. 모바일기기 사용수준
질적수준: 사용불가, 초급, 중급, 고급
양적수준: 모바일기기 사용시간

4. 정보행위의 목적 정보행위 목적에 대한 5가지 중 해당사항 조사(최대 3가지 선택)

5. 접근정보의 유형 검색해서 이용하는 정보 유형 4가지 중 해당사항 조사(다중응답가능)

6. 접근정보 사용시간 활용하지 않음,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3시간 미만, 4시간 미만

7. 불편사항 8가지 불편사항 중 해당사항 조사 (최대 3가지 선택) 

8. 해소방안 8가지 불편사항 해소방안 중 해당사항 조사 (최대 3가지 선택)

3. 자료 수집

고령층의경우자료수집은자체개발한설문지를통하여대구와대구근교시, 군거주자를중심

으로주로 1:1 면대면면담에의하여이루어졌고, 기간은 2013년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15일간

이었다. 총 490부의응답지를수집하였다. 대학생의경우도고령층대상으로개발된설문지를사용

하여대구와대구근교 4년제 대학교 5곳을중심으로주로집단조사에의하여자료를수집하였는

데, 기간은 2013년 7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17일간이었다. 총 407부의 응답지를 수집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인구통계학적 분석

고령층의경우는수집된 490부중불성실한응답을제외하여 375부21), 대학생층의경우는수집

된 407부중불성실한응답을제외한 323부를 SPSS를 사용하여분석하였다. 이들의인구통계학

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세대별 연령대
성별 거주 지역 경제 상황

남 여 광역 시 군 하 중하 중 중상 상

대학생

20세 미만 43 59 - - - 11 21 24 30 16

20-23세 36 71 - - - 17 18 19 27 26

24-27세 67 27 - - - 11 14 14 22 33

28-31세 14 3 - - - 0 0 1 4 12

32세 이상 2 1 - - - 0 1 0 0 2

<표 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21) 고령자임을 고려하여 주로 1:1 면대면에 의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응답자 중에는 설문의 내용이나 용어를

완전히이해하지못하여설문도중에몇개의항목을포기한 경우도있었고, 또한 본인이 직접설문지를작성

해서 제출한 응답자 중에도 위와 같은 경우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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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총 응답자수 162 161 - - - 39 54 58 83 89

고령층

60-64세 11 29 32 3 5 4 7 22 7 0
65-69세 23 55 32 27 19 9 17 45 5 2

70세-74세 46 77 39 58 26 17 26 73 6 1
75-79세 49 44 29 36 28 18 24 45 5 1
80세 이상 26 15 6 18 17 12 11 15 3 0

고령층 총 응답자수 155 220 138 142 95 60 85 200 26 4
전체 응답자수 317 381 38 142 95 60 139 258 109 93

응답자의 성별은 대학생의 경우는 남성 162명, 여성 161명으로 거의 동등하였으며, 고령층의

경우는 남성 155명, 여성 220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대학생은

20-23세가 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층은 70-74세가 12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황으로는대학생은 ‘상’, ‘중상’, ‘중’, ‘중하’, ‘하’ 순으로나타났으며, 고령층의경우 ‘중’, ‘중

하’, ‘하’, ‘중상’, ‘상’ 순으로나타났다. 고령층의거주지역은 ‘시’가 가장 많았고, ‘광역시’, ‘군’이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술통계 분석

가. 모바일기기 보유현황 분석

대학생 및 고령층의 모바일기기 보유현황을 일반 휴대폰과 스마트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휴대폰의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45.7%가 보유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중 대학생의 경우

는 9.9%, 고령층의 경우는 76.5%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스마트폰의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50.1%가 보유하고 것으로나타났다. 이중 대학생의 경우는

96.3%, 고령층의 경우는 10.4%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령층의경우는일반휴대폰의보유율이스마트폰의보유율보다훨씬높았고, 반대로대학생의

경우는 스마트폰의 보유율이 일반휴대폰의 보유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고령층과 대학생의 모바일기기 보유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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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성별, 연령, 학력, 경제상태에따라모바일기기의보유현황에차이가있는지확인하기

위해 <표 5>와 같이 비교분석을 하였다. 성별에 따른 일반휴대폰 보유여부는 차이가 없었지만,

성별에따른스마트폰보유여부에는차이가나타났다. 한편, 연령과학력에따라일반휴대폰보유

여부와스마트폰보유여부에차이가있었지만, 경제상태에따른일반휴대폰과스마트폰보유여부

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휴대폰 보유현황 스마트폰 보유현황

성별
카이제곱 : 1.518(값 : .13) 카이제곱 : 4.080(p값 : .058*)

차이 없음 차이 있음

연령
카이제곱 : 20.96 (p값 : .00***) 카이제곱 : 65.69 (p값 : .00***)

차이 있음 차이 있음

학력
카이제곱 : 17.77 (p값 : .00***) 카이제곱 : 52.39 (p값 : .00***))

차이 있음 차이 있음

경제상태
카이제곱 : 6.74 (p값 : .15) 카이제곱 : 5.90 (p값 : .21)

차이 없음 차이 없음
* : 0.1 수준; ** : 0.05 수.준; *** : 0.01 수준

<표 5> 고령층의 성별, 연령, 학력, 경제상태에 따른 모바일기기 보유여부 차이분석

마찬가지방법으로대학생의성별, 연령, 학력, 경제상태에따른모바일기기보유현황에차이가

있는지확인하기위해 <표 6>과같이집단별비교분석을하였다. 고령층의분석결과와같이성별

에따른일반휴대폰의보유여부에는차이가없었지만, 스마트폰의보유여부에는차이가있는것

으로나타났다. 또한스마트폰보유여부는연령과학력에따라차이가있었지만, 고령층의경우와

유사하게경제상태에따른모바일기기보유여부는차이가없었다. 종합적으로정리를하면, 고령

층과 대학생층은 성별에 따라 일반휴대폰 보유여부에 차이가 없었으나, 스마트폰 보유여부에는

차이가나타났다. 연령과학력에따라일반휴대폰보유여부및스마트폰보유여부에차이가나타

났다. 하지만, 경제상태에 따라 일반휴대폰 보유여부와 스마트폰 보유여부에 차이가 없었다.

일반휴대폰 보유현황 스마트폰 보유현황

성별
카이제곱 : 1.208(p값 : .352) 카이제곱 : 5.488(p값 : .035**)

차이 없음 차이 있음

연령
카이제곱 : 2.32 (p값 : .68) 카이제곱 : 14.36 (p값 : .00***)

차이 없음 차이 있음

학력
카이제곱 : 2.82 (p값 : .24) 카이제곱 : 13.09 (p값 : .00***)

차이 없음 차이 있음

경제상태
카이제곱 : 4.40 (p값 : .35) 카이제곱 : 1.17 (p값 : .88)

차이 없음 차이 없음

* : 0.1 수준; ** : 0.05 수.준; *** : 0.01 수준

<표 6> 대학생의 성별, 연령, 학력, 경제상태에 따른 모바일기기 보유여부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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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바일기기 사용능력

본 연구에서는 Hargittai(2002)의 분류를 참고하여 모바일기기 사용능력을 사용수준(질적)과

사용시간(양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모바일기기 사용수준

<표 7>은 대학생층과 고령층의 모바일기기 사용수준(질적)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Levene의

등분산이동일하지않다는검정결과에따라유의도 .05수준에서 p-value값이 .000으로고령층과

대학생 간에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근거로 <그림 3>을

분석하면, 고령층의모바일기기사용능력은초급이상인반면에대학생의모바일기기사용능력은

중급 이상으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66.918 .000 17.288 663.799 .000 1.061 .061 .940 1.181

<표 7> 고령층과 대학생의 모바일기기 사용수준(질적) 차이 분석

<그림 3> 고령층과 대학생의 모바일기기 사용수준 비교

2) 모바일기기 사용시간

<표 8>은대학생층과고령층의모바일기기의사용시간(양적) 차이를분석한것으로 Levene의

등분산이동일하지않다는검정결과에따라유의도 .05수준에서 p-value값이 .000으로 고령층과

대학생간의모바일기기의하루사용시간의통계적유의한차이를확인하였다. 이 결과를근거로

<그림 4>를분석하면, 고령층의모바일기기사용시간은하루 1시간미만인반면에대학생의모바

일기기사용시간은하루 4시간이상으로나타나두집단간에차이가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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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64.752 .000 31.668 609.283 .000 2.219 .070 2.081 2.356

<표 8> 고령층과 대학생의 모바일기기 하루 사용시간(양적) 차이 분석

<그림 4> 고령층과 대학생의 모바일기기 하루 사용시간 비교

다. 모바일기반 정보행위의 목적

고령층과 대학생의 모바일을 통한 정보행위의 목적은 대학생의 경우는 ‘여가’(82.4%), ‘업무

(학업)’(69.3%), ‘의사소통 및 교제활동’(68.4%), ‘가사 및 개인용무’(48.3%) 그리고 ‘사회활

동’(18.9%) 순서대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층의 경우는 ‘여가’(40.8%), ‘사회활동’(24.0%), ‘의사소통및 교제활동’(20.3%), ‘가

사및개인용무’(20.0%), ‘업무’(8.8%) 순서대로나타났다. 두집단모두모바일기기를통하여정

보행위를 하는 이유는 ‘여가’가 주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 고령층과 대학생의 모바일기반 정보행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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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서고령층과대학생간의모바일기반정보행위목적을개괄적으로살펴보았는데, 구

체적으로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표 9>와 <표 10>에서와 같이 각각 분석하였다. 고령층이

정보를 활용하는 목적은 사회활동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령층과는달리대학생들이정보를활용하는목적은업무(학업)과여가에서만학력에따라유이

한차이를보였다. 따라서연령별정보행위를하는목적이그들의학력에따라차이가있음을알

수 있다.

초등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차이분석

업무(학업)
해당 5 6 8 14 카이제곱 :46.83

(p값 : .00***)비해당 13 104 82 22

가사 및
개인용무

해당 15 19 24 18 카이제곱 :30.31
(p값 : .00***)비해당 124 91 66 18

여가
해당 41 48 43 21 카이제곱 :14.12

(p값 : .00**)비해당 98 62 47 15

사회활동
해당 24 29 25 12 카이제곱 :6.22

(p값 : .102)비해당 115 81 65 24

의사소통
및 교제활동

해당 14 26 26 10 카이제곱 :15.11
(p값 :.00***)비해당 125 84 64 26

<표 9> 고령층의 학력에 따른 정보행위 목적 분석

학사 석사 박사 차이분석

업무(학업)
해당 202 18 4 카이제곱 :6.23

(p값 : .044**)비해당 97 2 0

가사 및
개인용무

해당 143 10 3 카이제곱 :1.19
(p값 : .551)비해당 156 10 1

여가
해당 251 15 0 카이제곱 :19.93

(p값 : .00***)비해당 48 5 4

사회활동
해당 60 1 0 카이제곱 :3.72

(p값 : .156)비해당 239 19 4

의사소통 
및 교제활동

해당 203 14 4 카이제곱 :1.91
(p값 :.385)비해당 96 6 0

<표 10> 대학생층의 학위과정에 따른 정보행위 목적 분석

라. 모바일기반 검색정보의 유형

모바일기반검색정보의유형을분석한결과, 고령층의경우는 ‘오락정보’(43.7%), ‘사회활동정

보’(24.0%), ‘지식정보’(13.3%), ‘금융정보’(9.6%) 순서대로나타났다. 반면대학생의경우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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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정보’(79.3%), ‘지식정보’(74.3%), ‘사회활동정보’(63.8%), ‘금융정보’(35.9%) 순서대로나타났

다. 보다자세한내용은 <그림 6>과같다. 또한고령층과대학생집단간접근정보유형에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모든 정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6> 고령층과 대학생의 모바일기반 접근 정보의 유형

추가적으로고령층과대학생들이모바일기기를통하여검색하여접근하는정보의하루사용시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t-검정을 하였으며, 구체적 시간비교는 <그림 7>에

제시하였다. Levene의 등분산이동일하지않다는검정결과에따라유의확률이모두 .01보다작

은것으로나타나고령층과대학생간에는통계적인유의한차이가있다는것을확인하였다. <표

11>에서보는바와 같이, 고령층과대학생들이접근하고 있는정보사용시간의하루평균차이가

어느정도나타나유의확률이모두 .00보다작게나왔으며, 두집단간의정보사용시간에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오락정보　 6.40 0.01 9.82 665.96 0.00 0.79 0.08 0.63 0.95

금융정보 134.03 0.00 9.01 569.52 0.00 0.41 0.05 0.32 0.50

사회활동정보 30.29 0.00 8.62 578.09 0.00 0.47 0.05 0.36 0.58

지식정보 72.59 0.00 16.94 521.54 0.00 1.05 0.06 0.93 1.17

<표 11> 고령층과 대학생의 모바일기반 검색정보 유형의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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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령층과 대학생의 검색정보의 유형에 따른 사용시간 비교

마. 모바일기반 정보행위 불편사항 및 해소방안

이절에서는모바일기기를통하여정보를접근하고자할때두집단이겪는불편사항과그불

편사항의 해소방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불편사항의경우설문문항으로는앞서언급한것처럼, 정보콘텐츠활용을위한 ‘모바일기

기 미보유’, 사용 능력에 관한 ‘기기활용기술부족’, ‘인터넷활용기술부족’, ‘복잡한사용법’, 유용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정보부족’, 시력․거동 불편으로 인한 ‘신체장애’, 광고성 메일, 개인정보

유출, 해킹 및 바이러스로 인한 ‘정보화 역기능’으로 구성하였다.

<표 12>에서보는바와같이, 나열된모든항목에서두집단간에는통계적유의한차이를보였다.

즉, 대학생의경우는 ‘정보부족’(46.7%), ‘정보화역기능’(32.8%), ‘사용환경제약’(22.6%), ‘기기활용

기술부족’(20.4%), ‘인터넷 활용기술부족’(17.0%), ‘복잡한 사용법’(15.5%), ‘기기미보유’(3.7%),

‘신체장애’ (2.2%) 순서대로그원인을꼽았다. 반면, 고령층의경우는 ‘기기활용기술부족’(38.9%),

‘복잡한사용법’(30.1%), ‘기기미보유’(28.0%), ‘인터넷활용기술부족’(24.5%), ‘신체장애’(12.5%),

‘정보부족’(8.0%), ‘정보화역기능’(5.3%), ‘기기사용 환경제약’(5.1%)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세대별(%) Pearson카이제곱

대학생(%) 고령층(%) 값 유의확률(양쪽)

모바일기기 미보유22) 12(3.7) 105(28.0) 4.086 .043**

기기활용기술부족 66(20.4) 146(38.9) 28.084 .000***

인터넷활용기술부족 55(17.0) 92(24.5) 5.88 .015**

복잡한 사용법 50(15.5) 113(30.1) 20.817 .000***

기기사용 환경제약 73(22.6) 19(5.1) 46.622 .000***

정보부족 151(46.7) 30(8.0) 135.658 .000***

신체장애 7(2.2) 47(12.5) 26.124 .000***

정보화역기능 106(32.8) 20(5.3) 88.610 .000***

<표 12> 고령층과 대학생의 모바일기반 정보행위 불편사항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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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바일기기를 통하여 정보를 접근하고자 할 때 겪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에는 두

집단간에어떤차이가있는지를분석하였다. <표 13>에서보는바와같이, 나열된모든항목중에

서 ‘사용법개선’을제외하고는두집단간에는통계적유의한차이를보였다. 즉, 대학생의경우는

‘무상/저가기기보급’(52.6%), ‘유용한 정보 확충’(50.8%), ‘사용환경개선’ (38.4%), ‘보안강

화’(36.5%), ‘기기활용교육확대’(29.1%), ‘인터넷활용교육확대’(20.1%), ‘사용법 개선’(19.5%),

‘전용기기 보급 및 개발’(1.2%) 등의 순서로 꼽았다.

반면에, 고령층의 경우는 대학생과 달리 ‘기기활용교육확대’(36.3%), ‘기기활용교육확

대’(36.3%), ‘무상/저가기기보급’(28.3%), ‘인터넷활용교육확대’(26.1%), ‘사용법개선’(22.7%),

‘사용환경개선’(13.1%), ‘전용기기 보급 및 개발’(12.0%), ‘유용한 정보확충’(5.3%), ‘보안강

화’(3.2%) 등의 순서로 꼽았다.

세대별 Pearson카이제곱

대학생(%) 고령층(%) 값 유의확률(양쪽)

무상/저가 기기보급 170(52.6) 106(28.3) 43.092 .000***

기기활용교육확대 94(29.1) 136(36.3) 4.032 .045**

인터넷활용교육확대 65(20.1) 98(26.1) 3.501 .061*

사용법 개선 63(19.5) 85(22.7) 1.038 .308

사용환경 개선 124(38.4) 49(13.1) 58.694 .000***

유용한 정보확충 164(50.8) 20(5.3) 184.585 .000***

전용기기 보급/개발 4(1.2) 45(12.0) 30.790 .000***

보안강화 118(36.5) 12(3.2) 127.214 .000***

<표 13> 고령층과 대학생의 모바일기반 정보행위 불편사항 해소 방안 차이 분석

Ⅴ. 요약 및 결론

본연구의목적은고령층의모바일기반의정보행위실태와불편사항및해소방안을가장왕성

한정보활동계층중의하나인대학생층과비교분석을통하여파악하고동시에정보격차해소를위

한 기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고령층 375명과이지역대학생 323명의설문응답데이터를카이제곱검정과독립표본 t-검

22) 정보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모바일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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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모바일기기 보유현황과 정보행위 목적을 파악하였

고,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통하여 모바일 사용수준, 모바일 사용시간, 그리고 모바일기기를 통한

정보행위의 불편사항 및 해소방안을 살펴보았다.

본연구의지역적한계, 표집방법의한계, 고령층집단중 70대의과대표집등으로인한일반화

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기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령층의 경우는 일반휴대폰의 보유율이 스마트폰

보유율 보다 훨씬 높았고, 대학생의 경우는 스마트폰의 보유율이 일반휴대폰 보유율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고령층의경우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모바일기기 보유현황은차이가 있

었고, 대학생의경우는스마트폰보유현황에서만성별, 연령별, 학력별로차이가있었지만, 두 집

단 모두 경제상태에 따른 모바일기기 보유여부에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고령층과대학생의모바일기기사용능력과사용시간을비교분석한결과고령층이대학

생에 비하여 모두 낮게 나타났다.

셋째, 모바일기기를이용하여정보를검색하는목적을여가, 업무(학업), 의사소통및교제활동,

가사및개인용무, 그리고사회활동으로분류하여비교분석한결과, 고령층과대학생모두 ‘여가’

를 가장높은 이유로 꼽았다. 또한 두 집단 간학력에 따른 정보행위의목적을 비교분석한 결과,

고령층의정보행위의목적은사회활동을위한것을제외하고학력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였다.

고령층과는 달리 대학생층의 경우는 업무(학업)과 여가에서만 학력에 따라 유이한 차이를 보였

다. 따라서 모바일기반의 정보행위를 하는 목적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모바일기기를통해접근하고있는정보의유형을오락정보, 사회활동정보, 지식정보, 금융

정보별로분석한결과고령층과대학생층모두오락정보에가장많이접근하고있는것으로나타

났다. 더불어 위의 4가지 정보유형의 검색시간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고령층과대학생의모바일기반정보행위에서겪는불편사항을비교분석한결과, 고령층

은 주로 모바일기기 사용과관련된 불편을, 대학생은 주로 정보화 역기능과 관련된 불편을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모바일기반정보행위의불편사항을해소하는방안을비교분석한결과, 고령층의경우

는 ‘기기활용 교육확대’를, 대학생의 경우는 ‘무상 및 저가기기 보급’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모바일기기의빠른확산으로이를능동적으로활용하는대학생세

대와그렇지못한고령층간에는여가생활, 사회참여, 경제활동등다양한측면에서정보격차가확

연함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정보기술 습득 속도와 경험의 차이는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혜택과

양극화현상을더욱심화시킬우려가있다. 특히고령화사회의진입이가속화되고있는현재고

령층의정보격차문제는 또다른사회문제로대두될소지가있으므로이에대한지속적인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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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본연구의결과가향후고령층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실질적방안을강구하거나혹은

정보복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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