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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장노년층의 정보화교육이 그들의 삶의 만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화교육이 정보 활용으로 이어져 그들의 삶의 만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의 만 세 이상 명의 설문 데이터를 를. 50 227 AMOS

활용하여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보화교육은 그 유용성 측면에서 측정하였고 정보활동은 그 편의성. ,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장노년층의 정보화교육은 그들의 삶의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장노년층의 정보화교육은 정보활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키워드 장노년층 정보화교육 정보활용 삶의 만족 구조방정식: , , ,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usefulness of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and life satisfaction on the older adults in Korea. How the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impact on the information activities is an additional research question. To achieve these objectiv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227 respondents of over 50-years-old adults in Korea and analysed

using AMOS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this study,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was

measured by it’s usefulness aspects, and information activities were measured by it’s convenience

aspec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influences positively both in life

satisfaction and in information activities. 

Keywords: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Information activities, Life satisfac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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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우리나라는 국가발전 동력으로의 하나로 국가정보화를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

신기술 인프라확보 인터넷 이용 확산 등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자정부 발전지, 

수 온라인 참여지수 정보기술 발전지수에서 세계 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 , 1 (

이는 곧 시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손쉬운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했으며 사회 참여 2013). ·

기회의 확대로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 

이용한 정보활동은 젊은 세대에 집중되어 있어 자칫 고령층과의 단절을 가져와 고령층을 정

보 취약계층으로 전락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은정 진정한 의미에서 정보화의 ( 2007).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용자 간의 정보활용 차이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소하. 

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의 일환으로 년 , 1995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세워 다양한 

연령층에게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현재 정보통신기술 활용 고도화를 위, 

한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년에는 정보격차해소법률을 제정하여 년 . 2001 5

단위로 정보화 교육 실시와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설비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불균등한 정보혜택을 경험하는 이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양질의 정보통신기술

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영미 ( 2004).

정보소외계층의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년 말 기준 우리나라 만 세 2013 50

이상 장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로 전체 국민 이용률 보다 낮은 수48.5% 82.1% 33.6%p 

준이나 전년도 년 보다 증가로 전체 국민과의 격차를 꾸준히 좁히고 있, 2012 42.6% 5.9%p 

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또한 고령층 역시 정보화 발전 흐름에 편입 될 수 있는 능력을 ( 2014a). 

보유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보활동이 삶의 만족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견해 박(

충선 이춘옥 에 따라 이들의 정보화 경험은 안정된 노후 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효과적, 2003)

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화교육의 경험이 있는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지하는 

정보화교육의 유용성이 삶의 만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화. 

교육의 유용성이 정보활동 편의성을 통해 그들의 삶의 만족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를 검증하여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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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Ⅱ

정보화교육의 정의와 특성1. 

정보화교육은 정보습득이 가능한 정보기기를 활용하여 정보의 검색부터 분석까지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되며 컴퓨팅 기술과 관련된 교육을 뜻하는 , ICT 

교육을 말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또한 이것은 일상에 필요한 지식 가치 기술과 즐( 2014a). , , 

거움을 얻고자 지속적으로 개인을 자극하며 잠재성을 발전시킨다는 의미(Longworth and 

에서 평생교육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우리나라Davies 2014) . 

의 많은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직업훈련 취미생활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보소외계층인 고령층을 위한 노인정보화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장노년층은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 활동에 있어서 두려움과 결여된 

자신감 등을 보이나 이들 역시 배우는 것에 대한 욕구와 온라인 자료 검색에 대한 관심을 나타

내며 도서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를 반영한 사례로 미국 도서관의 경우 성인들을 위한 정보리터러시 프로그(Gust 2006). , 

램이 증가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에서 주관한 , BBC ‘Webwise’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들의 인터 

넷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세 이상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을 증가시키며 이들의 60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에 대한 동기부여를 자극하였다(Clarkson and Bradford 2001).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령층 정보화교육은 능숙하지 못한 고령층의 정보이

용능력 함양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인터넷 이용에 익숙한 장년층을 위한 교육에는 미흡하다

는 지적 한국정보화진흥원 이 있다 장노년층이 정보화교육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 2014a) . 

는 그들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관련 정보의 이해와 활용을 높이고 리터러시 능력을 e-health 

향상시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Xie 2011).

따라서 정보화는 젊은 세대에 국한된 사회변화가 아니라 장노년층도 정보화 물결에 편입될 

수 있으며 이들의 삶의 만족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정. 

보화 방안 인터넷 콘텐츠의 질적 향상 그리고 정보화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 

요구된다. 

장노년층의 정보화 현황2. 

우리나라에서는 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공표된 이후 년 취약계층의 정보활용능1995 1999

력 향상과 사회 재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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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디지털 창조 한국 실현’을 목표로 제 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5 . 

정부정책에 힘입어 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다양2013 82.1%

한 정보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ICT ( 2013). 

이는 시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 접근이 용이해졌음을 의미하며 특히 고령층의 정보화는 편· , 

리한 생활환경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년 장노년층 정보격차 <2013

실태조사 에 따르면 만 세 이상 장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년 에서 년 > 50 2012 42.6% 2013

로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국민과의 격차를 차츰 좁혀가고 있음을 아래 표 를 통해 48.5% < 1>

알 수 있다. 

구분
인터넷 이용률 (%)

년2009 년2010 년2011 년2012 년2013

전체국민 77.6 78.3 78.3 78.4 82.1

장노년층 37.6 39.3 41.1 42.6 48.5

격차(%) 40.0 39.0 37.2 35.8 33.6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4.

표 인터넷 이용률 현황 및 격차 추이< 1> 

그림 은 장노년층의 온라인 정보활동율을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 1> . 

장노년층은 온라인 정보활동으로 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SNS(43.6%) ,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생산 정보공유 온라인 경제활동(25.8%), (24.4%). (23.1%), (19.0%), 

온라인 사회참여 등의 순서로 확인되었다(17.9%) . 

그림 장노년층의 온라인 정보활동률< 1> (%)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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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장노년층의 인터넷 불편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활용능력 부족 을 가장 < 2> , (36.9%)

많이 지적하였으며 유용한 내용 부족 정보화 역기능 문제 노후한 , (15.0%), (14.7%), 

이용비용의 부담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이용하PC(14.7%), (12.5%) . , 

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사용방법 모름 어려움 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필요성 ( )(47.1%) , 

부재 이용 유용성 모름 이용비용의 부담 지인들의 인터넷 비이용(27.6%), (9.4%), (5.0%),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그림 참조(3.4%) (< 3> ). 

그림 장노년층의 인터넷 이용 불편사항< 2> (%)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4. 

그림 장노년층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3> (%)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4.

는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은 사회적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고 정보이용이 편Smith(1999) ·

리해짐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 , 

령화 진입으로 고령층의 경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한국정보화진흥원 됨에 따( 2014b)

라 이들의 정보활용은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도구로 예상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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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년층의 정보화 교육과 삶의 만족감 3. 

고령층의 삶의 만족감은 만족감 행복감 안정감 등이 작용하는 주관적 평가의식을 결정짓, , 

는 복합적인 요인 고영복 으로써 주변 환경을 적응하며 개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 ( 2010)

활동의 기쁨과 만족을 통해 개인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정도로 설명되며

자신의 일생을 의미있게 받아들이며 목표를 성(Neugarten, Havighurst and Tobi 1961) , 

취하였다고 느끼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삶의 만족감은 주변의 환경에 잘 적응함으로 . 

정서적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개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기술발전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웰빙 을 넘어 웰에(Kalish 1975). (Well-being)

이징 웰다잉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고령층의 정(Well-aging), (Well-dying)

보화 교육은 지적 기능적 소외감에서 벗어나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감을 제고·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 신용주 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 (2005)

정보화 교육이 제공된다면 이들의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며 이는 심리, 

적인 정서적인 혜택을 얻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전나영 은 노인평생교육을 참여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자아통합감(2007) (Ego- 

integrity)1) 비교를 통해 평생교육의 참여는 자아통합감 성취를 위한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 

라고 설명하였으며 서명환 은 노인들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삶의 변화와 성공적인 , (2011)

노화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 강조하였다. 

종합하면 고령층을 위한 정보화교육은 그들에게 정보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그들이 당면한 ,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며 그들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하여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자아통합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

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연구설계. Ⅲ

연구모형과 가설1. 

본 연구의 목적인 장노년층의 정보화교육과 삶의 만족감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와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변수로는 < 4> . ‘정보화교육 유용성’, ‘정보활동 편의

성’, ‘삶의 만족감’이며 각 변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노인의 자아통합감 이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의욕 정신건강 행복감 생활만족 (Ego-integrity) , , , 

도 개인적 적응 심리적 안녕 등의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 . 



장노년층의 정보화교육 유용성과 삶의 만족감 관계 분석  7

- 119 -

그림 연구모형 < 4> 

가 정보화교육 유용성 . 

유용성 의 사전적 의미는 소용에 닿고 이용할 만한 특성이라 정의(Usefulness) 2)되며 정보

교육은 오래되거나 유해한 정보를 이해하며 새롭고 유효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말한다 교육의 참여는 고령층의 관심정보인 건강정(Xie and Julie 2009). 

보를 검색하고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지으며 인터넷 이용이 뒤쳐질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해 손해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정보화교육의 유용성은 정보획득을 위한 인터넷 활용을 용이하게 하며 장, 

노년층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위한 도움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나 정보활동 편의성. 

편의성 이란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여 사용성(Convenience)

과 대체할 수 있다 오상현 김상현 은 이용용이성이 향상되면 정보기술을 (Usability) . , (2006)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동일한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고령층, . 

의 인터넷 활용은 손쉽게 정보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느끼며 다양한 오락 쇼핑, , 

여가활동 참여가 가능해 졌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편리한 정보이용(Sum et al. 2008). 

으로 사적으로는 실용적이며 공적으로는 편의성 측면에서 사회활동을 확장시키고 편리한 정

보이용으로 삶의 질 역시 향상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복자 김용우 (Smith 1999; , 2010). 

다 삶의 만족감 . 

삶의 만족감 이란 긍정적인 심리상태로 행복감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Life satisfaction)

주관적 안녕으로 성공적인 노화의 지표 최인근 를 말하며 개인 욕구 충족으로 만족감을 ( 2007) , 

느끼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육체적·정신적 평온감을 갖는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2) 네이버국어사전 인용  ,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9663100> [ 2015.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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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몇 선행연구를 통해 정보교육 참여 후에 불안감이 감소하고 흥미가 증가하였다는 결과

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장노년층의 정보물결 편입은 사회적 관계형성을 도우며 미래의 길

잡이로써 새로운 관점에서 노후를 맞이하는 계기로 작용 될 수 있다(Blit-Cohena and 

Litwin 2004). 

이상의 설명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연구변수들을 요약 정리하면 표 와 같다· < 2> . 

연구변수 측정항목

정보화교육 유용성

일상생활

인간관계

업무처리

정보획득

자기개발

정보활용 편의성

사용방법 이해

쉬운 기술습득

쉬운 정보획득

삶의 만족감

소외감

자신감

두려움

생활 활기

세대 차이

사회 활동

표 연구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2>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 그림 와 같이 구조방정식으로 연구모형을 < 4>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정보화교육 유용성은 삶의 만족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보. 

화교육 유용성은 정보활용 편의성을 통해 삶의 만족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변수를 활용하여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 1] 장노년층의 정보화교육 유용성은 삶의 만족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가설 [ 2] 장노년층의 정보화교육 유용성은 정보활용 편의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가설 [ 3] 장노년층의 정보화교육 유용성은 정보활용 편의성을 통해 삶의 만족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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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방법2.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의 만 세 이상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50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의 경우 지역별 평생교육 기관 복지기관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 , 

해당기관 담당자의 협조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별 사회기관을 무작위로 , 

선정하여 방문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응답자기본정보 삶의 만족감정도 정보활동 정보수집 사용(1) , (2) , (3) - , 

시간 사용수준 유용성 편의성 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 참여 유 무 확인 유용성 만, , , (4) - · , , 

족도 등이며 응답자기본정보와 정보화교육 참여 유무를 제외한 설문항목은 점 척도Likert 5

로 구성되었다 설문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진행되어 총 . 2014 7 2 8 16 46 320

부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Ⅳ

표본의 특성1. 

정보화교육의 경험이 있는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수집한 부의 응답지 중 320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총 부를 227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를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들의 특성은 표 과 같다Version 19 , < 3> .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명 여성 명 으로 조사되116 (51.1%), 111 (48.9%)

었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대가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가 명, 70 105 (46.3%) 80 15

으로 가장 적었다 학력은 (6.6%) . ‘고졸’ 명 84 (37.0%), ‘대졸이상’ 명 79 (34.8%), ‘중졸’ 49

명(21.6%), ‘초등졸 이하’ 명 순서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15 (6.6%) . ‘시’, ‘광역시’, ‘군’, ‘특

별시’ 순서로 나타났다 . 

직업상태는 ‘없음’이 명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건강상태는 보통이라고 생173 (76.2%) , 

각하는 ‘중’이 명 으로 가장 많았다137 (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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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

구분
연령

총원(%)
대50 대60 대70 대80

성별
남 15 31 62 8 116(51.1%)

여 27 34 43 7 111(48.9%)

연령대별 인원수 42(18.5%) 65(28.6%) 105(46.3%) 15(6.6%) 227(100%)

학력

초등졸 이하 0 5 6 4 15(6.6%)

중졸 9 15 23 2 49(21.6%)

고졸 17 22 39 6 84(37.0%)

대졸이상 16 23 37 3 79(34.8%)

거주
지역

특별시 9 12 19 2 42(18.5%)

광역시 15 18 26 2 61(26.8%)

시 4 27 42 5 78(34.4%)

군 14 8 18 6 46(20.3%)

직업
상태

없음 13 50 96 14 173(76.2%)

있음 29 15 9 1 54(23.8%)

건강
상태

하 2 7 8 1 18(8.0%)

중 27 33 70 7 137(60.3%)

상 13 25 27 7 72(31.7%)

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구성< 3>

연구모형검증2. 

가 타당성 및 신뢰성 . 

타당성 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Validity)

구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공통 요인을 묶어 연구변수의 동일구성개

념을 측정하였다 주성분분석으로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들을 조합하여 베리멕스. (Varimax) 

직교회전 하였으며 요인의 수는 아이겐 값 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표 (Eigen value) 1 . < 4>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적재부하량 이 이상으로 도출되어 변수 간, (Factor loading) ±0.5 

의 상관관계가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뢰성 은 동일한 개념을 독립된 측정방법으로 분석을 할 때 일관성 있고 정확(Reliability) , 

한 측정결과가 나타나야 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신뢰도 분석을 활용하여 요인들 간

의 일관성을 확인한다 크론바흐 는 내적 일관성. (Cronbach's ) (Internal consistency)α α 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신뢰도 계수가 이상은 바람직하며 값은 0.7 , 0.8 - 0.9 

신뢰도가 높다고 해석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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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
Cronbach's α

1 2 3

정보화교육
유용성

일상생활 .807 0.202 .298

.92

인간관계 .734 .092 .416

업무처리 .856 .118 .217

정보획득 .804 .212 .286

자기개발 .785 .206 .279

정보활동
편의성

사용방법 이해 .254 .844 .126

.85쉬운 기술습득 .084 .874 .154

쉬운 정보획득 .175 .809 .144

삶의 
만족감

소외감 .268 .094 .674

.89

자신감 .273 .111 .824

두려움 .289 .249 .734

생활 활기 .107 .195 .825

세대 차이 .299 .117 .718

사회 활동 .335 .021 .720

아이겐 값(Eigen value) 3.91 26.66 2.42

분산% 27.96 26.66 17.26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Kaiser 

표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 4> 

나 모형 적합도. 

본 연구에서는 통계량이 관찰변수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Chi-Square , 

적상태를 도출하고자 몇 개의 적합도 지수를 참고하여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따라서 . 
/df, 

절대 적합도조지수 중 와 증분 적합도 지수 중 를 조사하였으며 복잡한 모형이 RMSEA CFI , 

아니므로 간명적합지수는 서술하지 않았다 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적합도지수가 권장값. < 5>

을 충족하므로 연구모형이 적합하다 설명할 수 있다.

지표 적합도 권장값



/df 2.434 (χ2= 277.43, df= 114) <3

RMSEA 0.074 <.1

CFI 0.971 >.9

표 연구모형의 적합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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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설검증결과. 

변수 간 경로 경로계수 C.R(t) P 검정결과

정보화교육 유용성 삶의 만족감⇒ 0.477*** 7.660 *** 채택

정보화교육 유용성 정보활용 편의성⇒ 0.453*** 6.157 *** 채택

정보활용 편의성 삶의 만족감⇒ 0.048* 0.951 0.070 채택

표 측정모형 분석결과< 6> 

우선, “장노년층의 정보화교육 유용성은 삶의 만족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가정한 가설 은 유의수준 에서 경로계수 로 나타나 연구가설은 채택되었으며[ 1] 0.001 0.477 , 

“장노년층의 정보화교육 유용성은 정보활용 편의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가

정한 가설 역시 유의수준 에서 경로계수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2] 0.001 0.453 . [

설 은 측정변수인 정보활용 편의성과 삶의 만족감이 유의수준 에서 경로계수 로 3] 0.1 0.048

유의미한 것으로 도출되어 ‘정보활용 편의성’은 ‘정보화교육 유용성’과 ‘삶의 만족감’간의 관

계에 영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설 을 . [ 1] ‘정보화교육 유용성’이 ‘삶의 만족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정보활용 편의성’은 일부 영향을 미친다고 설

명할 수 있다 표 참조(< 6> ).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노년층의 정보화교육 유용성은 삶의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앞선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평생교육을 참여한 고령층의 자아통합감. , 

이 비참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프로그램의 참여가 자아통합감을 성취하기 위한 수

단이며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 

둘째 장노년층의 정보화교육 유용성은 정보활용 편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 

나타났다 새로운 정보의 습득부터 이해까지 정보활동을 가능하도록 돕는 정보화교육의 유용. 

성은 쉬운 정보활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은 손쉬운 정보활. Sum et al.(2008)

동은 자신감을 느끼며 실용적인 다양한 오락 쇼핑 여가활동 참여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는 , , 

동시에 사회활동의 폭을 설명하였다 오상현 김상현 의 연구에서도 이용용이성의 향. , (2006)

상은 보다 쉬운 정보기술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적은 노력으로도 효율적인 정보획득이 가, 

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셋째 정보화교육 유용성은 정보화 편의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도출되었으나 정보활용 편의성은 정보화교육 유용성과 삶의 만족감 간에 일부

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장노년층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세분화되. , 

고 전문화된 정보화교육을 제공한다면 이들의 삶의 만족감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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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본 연구의 경로분석결과는 그림 와 같다< 5> .

그림 연구가설의 경로분석 결과 < 5> 

경 로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

정보화교육 유용성 삶의 만족감⇒ 0.022 0.477 0.498

표 정보화교육 유용성과 정보활동 편의성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효과분석 < 7> 

매개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를 실시하였다 는 독립변수와 종속Sobel test . Sobel test

변수 간의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 매개변수의 영향력을 검정하는 방법으로써 검증하고, 

자 하는 변수의 수가 많지 않을 때 사용된다 검증결과 . ‘정보화교육 유용성’과 ‘삶의 만족감’ 

간의 관계에 있어 ‘정보활동 편의성’의 매개효과는 유의수준 에서 값 로 유의미한 0.05 Z 2.934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참조 따라서 장노년층의 정보활동 편의성은 정보화교육 유용성(< 8> ). 

과 삶의 만족감 간의 관계에 영향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 로 Z P

정보화교육 유용성 정보활동 편의성 삶의 만족감⇒ ⇒  2.934** 0.002

표 매개변수 검증 결과< 8> 

결론 및 제언. Ⅴ

본 연구의 목적은 장노년층의 정보화교육이 그들의 삶의 만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 46 2 )․

- 126 -

파악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화교육이 정보 활용으로 이어져 . 

그들의 삶의 만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경험한 전국의 만 세 이상 장노년층 명의 설문 데이터50 227

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연령대의 과대표집 불균등한 직업상태와 건강상태 표본의 수 연구모형에, , 

서 제한적인 변수설정 등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연구결과를 ,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노년층의 정보화교육은 삶의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장노년층의 정보화교육은 정보활용 편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장노년층의 정보화교육은 정보활용 편의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감에 ,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정보활용 편의성은 이 두 변수에 일부분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노년층의 교육 참여자가 인지하는 정보화교육의 유. 

용성이 자아통합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며 삶의 변화와 긍정적인 미래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장치라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련기관에서 정보화교육의 중요성을 재

차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정보활용 교육의 틀3)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 

로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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