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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노인 상 정보화 교육이 노인이 온라인상에서 형성하는 사회 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이에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 과 종합복지 에서 정보화 교육(컴퓨터반, 인터

넷반, 스마트폰반)을 받는 60세 이상 노인 114명을 실험집단으로 하고, 정보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노인 30명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로그램 실시 후를 비교분석하 다. 온라인 사회 계의 측정을 해서

는 사회자본척도(결속형과 가교형)를 사용하 다. 연구 결과 첫째, 실험집단의 온라인 결속형 사회 계는 

연 능력 역을 제외한 모든 하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통제집단에서는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실험집단의 온라인 가교형 사회 계는 모든 하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통제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결과 노인 상 정보

화 교육은 노인의 온라인 사회 계(결속형, 가교형)를 확장시켰으며, 노인의 사회 계 형성과 확장  사회

참여를 진하기 해 정보화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 다.

■ 중심어 :∣정보화교육∣온라인 사회관계∣온라인 사회자본∣결속형∣가교형∣SNS∣

Abstract

The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IT education on on-line social relationship of older adults. 

The study group composed of 114 older adults who received IT education (computer class, 

internet class, and smart-phone class) at two community welfare centers in Seoul. In order to 

compare the effect of IT education of the study group, the control group who did not receive any 

IT education was recruited (N = 30). Social Capital Scale was used to measure on-line social 

relationship. The on-line social relationship was composed of social bonding type and social 

bridging type. Results showed that the study group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did the 

control group on three subscales (emotional support, access to scare or limited resources, and 

out-group antagonism) of social bonding type except one subscale (ability to mobilize solidarity). 

With regard to social bridging type of social relationship, the study group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t did the control group on all four subscales (outward looking, contact with a broad 

rage of people, a view of oneself as part of a broader group, and diffuse reciprocity with a 

broader community). Th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IT education for older adults to 

expand and increase social bonding and social bridging of soci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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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정보화 역량은 노인 뿐 아니라  연령에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3년에 국제 기통신연합(Inter- 

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정보통신발 지

수(ICT Development Index)에서 세계 157개국  1

를 차지하 으며, UN의 자정부발 지수와 OECD의 

가구별 고속인터넷 보 률 1 를 차지해 IT강국임을 

증명하 다. 2013년 7월 기 으로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은 82.1%로 4천만 명을 넘어섰고, 10  95.8%, 

20  99.3%, 30  97.2%와 60세 이상의 55.3%가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인터넷 이용률을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0  

99.7%, 20  99.9%, 30  99.7%, 40  96.8%, 50  

80.3%, 60  41.8%, 70  이상 11.3%로[1] 인터넷 이용

률이 60  이상에서 격하게 낮아져 연령에 따른 정보

화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026년

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의 진입이 측되므로[2] 정보 습득력이 낮은 노년층은 

각종 정보 서비스  복지·경제·사회활동 등 생활 반

에서 정보소외와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상된다.

노인의 정보소외와 격차문제를 해결하기 해 정부

와 민간에서 다양한 정보화 교육 로그램을 실시해오

고 있다. 정부는 1990년  반 교육정보화 종합추진계

획발표 이후 2000년부터 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노인 상 컴퓨터  인터넷 활용 교육 로그램을 제공

해왔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고령층 정보화교육 로

그램을 제공하고, 한국정보문화센터, 지방자치단체  

민간 교육장, 사설 컴퓨터학원  국 100여개 학에

서 노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보건복지

부는 시군구의 평생학습 이나 사회복지 에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해 지식정보화시 의 세  간 정보격차 해

소하고, 고령층의 사회·경제  참여기회 확 와 고령인

력의 생산  활용을 통한 활력 증진을 해 노력해 왔

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은 여

히 크게 낮은 편이며, 융거래에서 불편을 경험하거

나 개인정보의 유출에 한 안내나 처를 하지 못해 

직·간 인 피해를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불법앱을 

통한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 자 융사기에도 무방

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노년층이 겪고 있는 정보소외와 격차는 생활 반에 

걸친 소외와 험을 야기할 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새

롭게 형성되는 사회 계의 확장과 사회참여에도 결정

인 장애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이 온라인 미

디어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나 지인과 

소통하기 해서이며[3-5] 연령이나 사회  지 의 차

이 등 다양한 장벽이 존재했던 기존 공동체와 달리, 다

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극 으로 사회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확장되기 때문이다[6]. 

노년층의 경우, 신체·심리  기능 쇠퇴와 일·가족·사회

로부터의 소외감을 느끼게 되므로 온라인상에서 새롭

게 사회 계를 형성하고 확장하며, 사회참여의 기회를 

갖는 것은 그 어느 연령층보다 요하다 하겠다. 

Putnam을 비롯해 사회자본에 심을 가져온 여러 학자

들은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사회 계에 주목해왔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 등 뉴미디어까지 포

함하여 온라인 사회 계의 역을 확장하 고, 온라인

상에서 형성된 사회 계를 요한 사회자본으로 개념

화하 다[7].

그동안 노년기 정보화 교육에 한 연구는 인터넷 이

용행태나 정보화 교육 로그램 만족도 조사, 컴퓨터 

사용능력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 분석 는 컴퓨터 사

용능력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향을 악한 연구가 

부분이었고, 노인의 온라인 사회 계에 한 연구는 찾

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넘어 정보화 교육

을 받은 노년층을 실험집단으로 하고, 교육을 받은 경

험이 없는 노년층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두 집단 간의 

사 -사후 비교를 통해 정보화 교육이 온라인 사회

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특히 온라인 사회 계

는 Putnam 등이 제시한 사회자본의 결속형(bonding)과 

가교형(bridging)의 하 역[7]을 통해 실험-통제 집

단 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 검증하 다. 기존 연구의 

컴퓨터·인터넷 교육 외에 스마트폰 교육생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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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 여부가 노인이 온라

인상에서 형성하게 되는 사회 계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를 악하는데 을 두었다. 

II. 이론적 논의

1. 노인의 정보화 역량과 사회관계
노인은 신체 노화로 인해 행동반경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터넷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집단이다[8]. 한 인터넷을 통해 가족･친구와 소식을 

주고받으며 세상과 소통하고, 자발 인 사회참여활동

을 확 하여 삶의 질 제고와 사회  가치창출을 극 화 

할 수 있다[9]. 고령층의 사회참여확 는 사회 계망의 

확산을 의미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사회 네트워크가 형

성되므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풍성한 삶을 하

는 데 도움이 된다. 비록 직  만나지 않더라도 인터넷

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기존 

인간 계는 유지·활성화되고, 새로운 인간 계를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처럼 노인의 인터넷 활

용은 인 커뮤니 이션과 삶의 만족에서 정 이며

[10], 새로운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계를 강화시키

고 생활만족도에 기여하는 데 효과 이다[11]. 노인이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능력을 습득하면, 자신감, 자아효

능감, 자아통합감, 생활만족도, 삶의 질이 향상되고

[12-16][17], 노인의 인 계나 사회활동에도 정

인 향을 주어 극 인 정보제공자로 변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 와 공유하는 주

도 인 자세를 갖게 된다[11][18-20]는 것이다. 노인요

양시설입소노인을 한 스마트기술의 도입[21], 인터넷 

게임활동[22][23] 등 인터넷을 활용한 노인 여가활동에 

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TV나 인터넷, 컴퓨터의 과도한 이용으로 기존 

인간 계의 결속력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지

만[24][25] 노인의 경우 그 특성상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모니터를 보는 것이 실 으로 어렵기 때

문에 축소된 인간 계가 인터넷을 통해 활성화되고 사

회참여를 유도한다는 에서 노인의 인터넷 활용은 더

욱 정 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베이비부머 연구에서

도 상자의 95%는 이메일을 규칙 으로 사용하며, 가

족들과 하기 해 노인의 74%가 정보화기술을 사

용한다고 하 다[26]. 50세 이상 국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노인이 인터넷과 

셀폰(이동형 개인무선 화기)를 통해 도서 이나 커뮤

니티센터 등 가상 기 과 연결함으로 사회 계가 확

되었다고 하 다. 한 인터넷을 통해 지리  제한을 

넘어 더 범 한 지역의 사람과 계를 유지할 수 있

게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27].  

이처럼 노인이 정보화능력을 습득하게 되면 사회

계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정보화교육은 노

인들에게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열쇠가 될 것이

다.

2. 온라인 사회관계: 결속형과 가교형 
Putnam은 사회자본을 사회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조나 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 네트워크나 규범, 

신뢰로 설명하고 사회자본의 구성 요인인 신뢰와 네트

워크를 구체 (balanced, specific), 포 (generalized, 

diffuse), 수직 ·수평 인 것으로 나 었으며, 사회자

본의 핵심개념은 사람들의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사

용가능하게 된 자원을 뜻한다[28]. 특히, 사회 네트워크, 

규범, 신뢰가 높아지면 조나 동이 높아진다고 하

으며, 사회자본을 네트워크의 특성을 사용하여 결속형

과 가교형으로 구분하 다. Putnam은 이 유형이 서로 

다른 규범과 네트워크를 할 경우 차별화되며, 이들은 

서로 계가 있지만 상호 배타 이지 않음을 지 했다

[29]. 이  친족과 친구로 구성된 강력한 연계(strong 

tie)를 결속형 사회자본이라 부르는 데, 이 자본은 집단 

내의 사람들에게 정서  물질  도움을 제공하고 동원

(mobilization)을 원활히 한다. 배경의 다양성은 낮지만 

개인  연결성이 높고 집단동질성이 축 됨으로 외부

집단(out-group)에 한 단 (insularity)과 개심 그

리고, 내부 집단(in-group)의 상호작용에 한 의존으

로 인해 정보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30].

반면 가교형 사회자본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개인

들이 자발 으로 만들어진 유 계를 만들 때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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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조직은 다양한 사회 , 경제  배경의 사람

들을 포함하게 되므로 기존 인간 계의 장벽을 넘어 다

리(bridge)의 역할을 해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쉽게 얻

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그 계는 일시 이

고 상호의존도가 낮을 뿐 아니라 공통성이 기 때문에 

약한 연계(weak tie)의 형태로서, 정서  는 실체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29]. 

온라인 미디어의 활용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나 지인

과 소통하는 결속형에 정 인 향을 주는 데[31-33], 

온라인 소셜미디어에 한 한국과 국 비교연구에서 

한국의 사용자들은 SNS를 통해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과의 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의견을 상 방에

게 달하거나 화를 나 는 가교형의 사회자본을 형

성하며, 오 라인의 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음으로 개인의 결속형 사회자본을 형성한다고 

하 다[34]. 한국과 미국의 소셜미디어 향력 비교연

구에서도 한국은 가교  네트워크가, 미국은 결속  네

트워크가 참여  사회자본 형성에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가교형 사회자본은 질 SNS참여

에, 결속형 사회자본은 양 SNS참여에 향을 미친다

고 하 다[3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사회자본의 두 가지 개념

인 결속형과 가교형을 온라인 사회 계로 개념화하고, 

정보화교육여부가 한국 노인의 온라인 사회 계에 미

치는 향을 연구하 다. 

Ⅲ.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1.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노인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기 반, 인터넷 기 반, 

스마트폰반의 수강생을 상으로 하 다. 컴퓨터 기

반은 총 3개월 과정 주 2회 60분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컴퓨터를  모르는 노인을 상으로 컴퓨터 

활용을 한 기  기능을 학습하 다. 인터넷 기 반은 

총 3개월 과정 주 2회 60분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을 처음 시작하는 노인을 상으로 하 다. 스마

트폰반은 총 1개월 과정 주 2회 60분 수업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최근에 스마트폰을 구입하 거나 스마트폰 

작동이 서투른 노인을 교육하 다.

각 반은 강사 1명이 강의를 맡고, 보조자( 학생 자원

사자 는 공익근무요원) 1명이 배치되어 노인들의 

학습을 지원하 으며, 강의와 실습 주로 학습이 진행

되고 있다. 

2.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노인 정보화 교육 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는 

데 각 반에 한 설명은 [표 1]과 같다.

표 1. IT 교육 세부내용
교육과정 강의주제  세부내용

컴퓨터 
기초반

컴퓨터 다루기(마우스, 키보드, 화면창), 파일과 폴더 다루
기(만들기, 이동, 복사, 저장, 복원), 
한글타자 자리와 낱말 단계별 연습(1∼7단계)

인터넷 
기초반

검색엔진활용, 그림 및 음악 저장하기, 전자메일(회원가
입, 활용법, 이메일보내기)
카페활용(카페 가입 및 활동, 채팅하기), 영어타자 자리와 
낱말 단계별 연습(1∼6단계)

스마트폰반
단말기 조작, 문자함 활용(발송, 확인, 삭제), 전화번호부 
활용(저장, 찾기, 삭제)
카메라조작(사진촬영, 확인, 발송), 어플리케이션(다운로
드, ***톡 활용, 인터넷활용)

컴퓨터 기 반은 컴퓨터를 처음 다루는 노인을 상

으로 하며, 컴퓨터의 원 켜고 끄기에서 시작해 컴퓨

터의 구성을 이해하고, 부품(마우스, 키보드, 도우)의 

활용기법을 학습한다. 한 한  타자 로그램을 활용

해 한 자리와 낱말치기를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반복 

학습함으로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킨다. 

인터넷 기 반은 인터넷을 처음 하는 부담감을 

이고, 검색엔진 활용과 정보의 장  활용, 인터넷 카

페 가입과 채 을 통해 최종 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

할 수 있게 한다. 한 어 타자 로그램을 활용해 

어 자리와 단어를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반복 학습하여 

메일 발송과 자료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 다. 

스마트폰반은 스마트폰 단말기의 특성을 설명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 문자함과 화번호부, 카메

라의 활용에 을 두어 활용도를 극 화했으며, 어

리 이션을 다운받아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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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정보화 교육이 온라인 사회 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로그램 실시 과 후에 동일한 시 에

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검사를 실시하 다[표 2].

표 2. 실험설계
사 검사 개입 사후검사

실험집단   

통제집단  

 ,  : 사회관계 사전검사
 ,  : 사회관계 사후검사
  :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2. 연구대상자
2.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상자는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 과 종합복지

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이다[표 3]. 

실험집단은 노인복지  정보화 교육 로그램(컴퓨터

기 반, 스마트폰반, 인터넷반)에 등록하고 수강한 114

명으로, 남성 60명(52.6%), 여성 54명(47.4%)이다. 평균

연령은 71.27세(SD=5.494)이며, 고등학교 졸업자가 33

명(28.9%)으로 가장 많았다. 기혼자가 82명으로 71.9%

를 차지하 으며, 직업이 없는 노인이 89명(85.6%)이며, 

소득은 월평균 124.22만원(SD=141.495)이다.

통제집단은 정보화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30명으로, 남성 3명(10.0%), 여성 27명(90.0%)이

다. 평균연령은 72.97세(SD=4.064)이며, 등학교 졸업

자가 9명(31.0%)으로 가장 많았다. 기혼자가 15명으로 

53.6%를 차지하 으며, 직업이 없는 노인은 14명(56.0%)이며, 

소득은 월평균 108.33만원(SD=145.693)이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실험집단
(n=114)

통제집단
(n=30)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성 60 52.6 3 10.0
여성 54 47.4 27 90.0

연령

60세 이하 2 1.8 - -
61-65세 19 16.7 2 6.7
66-70세 29 25.4 7 23.3
71-75세 38 33.3 14 46.7
76-80세 22 19.3 7 23.3
80세 이상 4 3.5 - -

학력

무학 2 1.8 5 17.2
초등학교졸업 25 21.9 9 31.0
중학교 졸업 23 20.2 6 20.7
고등학교 중퇴 5 4.4 3 10.3
고등학교 졸업 33 28.9 4 13.8
전문대학졸업 1 0.9 - -
대학교 졸업 22 19.3 1 3.4
대학원 이상 3 2.6 1 3.4

결혼
상태

기혼 82 71.9 15 53.6
사별, 이산가족 25 21.9 13 46.4

이혼 3 2.6 - -
미혼 4 3.5 - -

소득

30만원 이하 13 17.6 5 27.8
31-50만원 19 25.7 5 27.8
51-100만원 16 21.6 6 33.3
101-150만원 9 12.2 - -
151-250만원 7 9.5 - -
251만원 이상 10 13.5 2 11.1

직업 있음 15 14.4 11 44.0
없음 89 85.6 14 56.0

복지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37 33.3 2 6.9
1년∼2년 미만 19 17.1 2 6.9
2년∼3년 미만 20 18.0 - -
3년∼4년 미만 7 6.3 8 27.6

4년 이상 28 25.2 17 58.6

2.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로그램 실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하여 -test와 t-test를 실시하 다[표 

4-1][표4-2]. 

표 4-1. 동질성 검증 결과 Ⅰ
구분

실험집단
(n=114)

통제집단
(n=30)

χ²

성별 남성 60 3 17.540***여성 54 27
배우자
유무

있음 82 15 3.500없음 32 13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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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동질성 검증 결과 Ⅱ
구분

실험집단(n=114) 통제집단(n=30)
t

M SD M SD
연령 71.27 5.494 72.97 4.064 -1.877
소득 124.22 141.495 108.33 145.693 .417

생활스트레스 1.0619 1.0714 1.4828 1.4298 -1.482
우울 5.3451 3.451 4.2667 2.5043 1.560

온
라
인
사
회
관
계

결
속
형 

전체 18.1651 4.53079 18.1071 4.40824 .062
정서적 지원 7.6182 2.08526 8.0000 1.48556 -1.135

한정된 자원 접근 4.4123 1.89462 4.1724 1.77420 .641
연대능력 4.4775 .98946 4.5333 1.10589 -.251

외부 집단에 대한 적대감 1.5789 .76303 1.5517 .78314 .168

가
교
형

전체 16.6518 7.31247 14.3846 7.06018 1.465
외부탐색 3.2632 1.46977 2.9643 1.37389 1.017

다양한 타인과의 접촉 3.3214 1.50802 3.1071 1.59488 .643
더 넓은 집단의 일부로 자신 보기 4.9823 2.27558 4.5714 2.31626 .843
더 넓은 공동체와의 상호교류확산 5.1327 2.35472 4.7000 2.26137 .924

인구사회학 특성별로 동질성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17.540, p=.000)을 제외하고, 연령(t=-1.877, 

p=.065), 소득(t=.417, p=.680), 배우자유무(=3.500, 

p=.052), 생활스트 스(t=-1.482, p=.147) 등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온라인 

사회 계의 하 역인 결속형(t=-.629, p=.532)  가

교형(t=1.465, p=.151)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

질집단임이 확인되었다. 

3. 측정도구
3.1 온라인 사회관계
노인의 온라인 사회 계 측정을 해서  Williams의 

사회자본척도(On and Off the ‘Net’ Scales for Social 

Capital in an Online Era)를 사용했다[9]. 온라인 사회

자본 척도는 결속형과 가교형으로 나 어 각각 10개 항

목으로 구성되었으며, 4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

의 신뢰도는 결속형 .828, 가교형 .953으로 나타났다.

결속형은 가족이나 손자, 친척, 친구처럼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의 착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정서  지

원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부족하고 제한된 자원은 연 를 

통해 동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결속형의 하 항목

은 (1) 정서  지원(emotional support) 4개 문항 (2) 부

족하거나 한정된 자원에 한 근(access to scarce or 

limited resources) 3개 문항 (3) 연 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ability to mobilize solidarity)  2개 문항 (4) 외부

집단에 한 감(out-group antagonism) 1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 9번 문항은 역산처리한다.

가교형은 외부 자원  정보확산을 해 맺어진 일시

인 계를 의미하며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연결 등이 

이에 속한다. 가교형의 하 항목은 (1) 외부탐색

(outward looking) 2개 문항 (2) 다양한 타인과의 

(contact with a broad range of people) 2개 문항 (3) 더 

넓은 집단의 일부로서 자신 보기(a view of oneself as 

part of a broader group) 3개 문항 (4) 더 넓은 공동체

와의 상호교류 확산(diffuse reciprocity with a broader 

community)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분석방법
로그램 실시 과 후에 수집된 자료를 spss 21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우선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검사를 하여 -검정과 독립 t-검정

을 실시하 고, 정보화 교육 로그램의 효과분석을 

해서는 온라인 사회 계의 사 -사후 수로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Ⅴ. 연구결과

1. 정보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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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IT 사용시 긴장감
구분 실시 실시 후 t

관련 용어 
배우기

매우 두렵다 12(10.5) 3(2.6)
-3.841***조금 두렵다 47(41.2) 33(28.9)

두렵지 않다 34(29.8) 58(50.9)
전혀 두렵지 않다 21(18.4) 20(17.5)

소프트웨어 
살펴보기

매우 두렵다 20(18.0) 6(5.3)
-3.908***조금 두렵다 44(39.6) 40(35.1)

두렵지 않다 27(24.3) 49(43.0)
전혀 두렵지 않다 20(18.0) 19(16.7)

컴퓨터
/스마트폰 
가게 가기

매우 두렵다 13(11.7) 3(2.6)
-1.680조금 두렵다 36(32.4) 36(31.6)

두렵지 않다 39(35.1) 57(50.0)
전혀 두렵지 않다 23(20.7) 18(15.8)

사용법 강의 
듣기

매우 두렵다 10(8.8) 4(3.5)
-1.639조금 두렵다 26(22.8) 19(16.7)

두렵지 않다 51(44.7) 68(59.6)
전혀 두렵지 않다 27(23.7) 23(20.2)

*** P< .001

표 5. IT 교육 전-후 컴퓨터 사용능력 
구분 실시 실시 후 t

1. 컴퓨터로 
문서 작성하기

아주 잘 못한다 41(36.3) 17(15.0)
4.723***못한다 38(33.6) 45(39.8)

할 줄 안다 30(26.5) 46(40.7)
아주 잘한다 4(3.5) 5(4.4)

2. 프로그램 열고 
닫기

아주 잘 못한다 22(19.3) 7(6.1)
-5.088***못한다 21(18.4) 7(6.1)

할 줄 안다 60(52.6) 84(73.7)
아주 잘한다 11(9.6) 16(14.0)

3. 스크린에서 
데이터 

파일 불러오기

아주 잘 못한다 36(31.6) 14(12.3)
-6.318***못한다 47(41.2) 39(34.2)

할 줄 안다 27(23.7) 55(48.2)
아주 잘한다 4(3.5) 6(5.3)

4. 컴퓨터 문제 
해결하기

아주 잘 못한다 55(48.2) 36(31.6)
-3.415**못한다 51(44.7) 67(58.8)

할 줄 안다 6(5.3) 7(6.1)
아주 잘한다 2(1.8) 4(3.5)

5.하드웨어 관련
용어 이해

아주 잘 못한다 44(38.6) 30(26.3)
-3.734***못한다 56(49.1) 61(53.5)

할 줄 안다 12(10.5) 20(17.5)
아주 잘한다 2(1.8) 3(2.6)

6.컴퓨터 
프로그램 미작동 

이유 설명

아주 잘 못한다 51(44.7) 36(31.6)
-3.055**못한다 57(50.0) 68(59.6)

할 줄 안다 4(3.5) 7(6.1)
아주 잘한다 2(1.8) 3(2.6)

7. 간단한 
프로그램 

명령어 작성하기

아주 잘 못한다 49(43.0) 31(27.2)
-4.437***못한다 48(42.1) 50(43.9)

할 줄 안다 15(13.2) 30(26.3)
아주 잘한다 2(1.8) 3(2.6)

8. 인터넷 자료 
검색

아주 잘 못한다 36(31.6) 17(14.9)
-3.085**못한다 27(23.7) 22(19.3)

할 줄 안다 43(37.7) 64(56.1)
아주 잘한다 8(7.0) 1(9.6)

9.스마트폰사진
촬영 및 전송

아주 잘 못한다 38(33.3) 19(16.7)
-5.418***못한다 35(30.7) 36(31.6)

할 줄 안다 36(31.6) 45(39.5)
아주 잘한다 5(4.4) 14(12.3)

10.스마트폰 
쇼핑,결제

아주 잘 못한다 50(43.9) 31(27.2)
-4.118***못한다 54(47.4) 66(57.9)

할 줄 안다 9(7.9) 15(13.2)
아주 잘한다 1(0.9) 2(1.8)

11. 문자메시지 
송수신

아주 잘 못한다 20(17.5) 4(3.5)
-6.461***못한다 27(23.7) 11(9.6)

할 줄 안다 55(48.2) 74(64.9)
아주 잘한다 12(10.5) 25(21.9)

12. 동영상 
다운로드해서 

보기

아주 잘 못한다 42(36.8) 25(21.9)
-4.945***못한다 50(43.9) 48(42.1)

할 줄 안다 18(15.8) 34(29.8)
아주 잘한다 4(3.5) 7(6.1)

*** P< .001, ** P< .01

정보화 교육 로그램이 노인들의 컴퓨터 사용능력과 

사용 시 느끼는 긴장감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살펴

보았다.

1.1 컴퓨터 사용능력
정보화 교육 로그램 실시 -후를 비교한 결과, 노

인들의 컴퓨터 사용능력은 ‘컴퓨터로 문서 작성’, ‘ 로

그램 열고 닫기’, ‘데이터 일 불러오기’, ‘컴퓨터 문제 

해결’ 등 모든 역에서 고루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

며 통계 으로도 유의미하 다[표 5].

1.2 컴퓨터 사용 시 느끼는 긴장감
정보화 교육 로그램 실시 -후를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노인들이 컴퓨터 사용 시 느끼는 긴장감

은 ‘ 련 용어 배우기’와 ‘소 트웨어 살펴보기’에서는 

긴장감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도 유의미하 다. 그러나 ‘컴퓨터/스마트폰 가게 가기’

나 ‘사용법 강의 듣기’에서는 긴장감이 감소하기는 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2. 정보화 교육이 온라인 사회관계에 미치는 효과 
분석

2.1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이 온라인 결속형 사회관계
에 미치는 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온라인 결속형 사회 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정보화 교육 로그램 실

시 과 후를 비교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정서  지원

역은 실험집단의 평균이 7.6182에서 8.5545로 높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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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온라인 결속형 사회관계의 사전-사후 차이검증

구분
사 사후

t
M SD M SD

결
속
형

전체 실험집단 18.1651 4.53079 20.4312 5.16105 -5.816***
통제집단 18.1071 4.40824 18.4286 4.55768 -.712

정서적 지원 실험집단 7.6182 2.08526 8.5545 2.49986 -5.098***
통제집단 8.000 1.48556 8.0667 1.46059 -.387

한정된 자원 접근 실험집단 4.4123 1.89462 5.3947 1.86072 -5.661***
통제집단 4.1724 1.77420 4.3448 2.00492 -.723

연대능력 실험집단 4.4775 .98946 4.5856 1.04854 -1.347
통제집단 4.5333 1.10589 4.5000 1.10541 1.000

외부 집단에 대한 적대감 실험집단 1.5789 .76303 1.9561 .74537 -5.491***
통제집단 1.5517 .78314 1.6552 .81398 -1.140

*** P< .001

표 8. 온라인 가교형 사회관계의 사전-사후 차이검증
구분

사 사후
t

M SD M SD

가
교
형

전체 실험집단 16.6518 7.31247 20.2679 6.87204 -5.824***
통제집단 14.3846 7.06018 15.3846 6.96320 -1.639

외부탐색 실험집단 3.2632 1.46977 3.9737 1.42332 -5.212***
통제집단 2.9643 1.37389 3.1071 1.37003 -1.000

다양한 타인과의 접촉 실험집단 3.3214 1.50802 3.9018 1.44546 -4.473***
통제집단 3.1071 1.59488 3.1429 1.48360 -.197

더 넓은 집단의 일부로 자신 보기 실험집단 4.9823 2.27558 6.0885 2.27783 -5.422***
통제집단 4.5714 2.31626 5.1071 2.73982 -1.856

더 넓은 공동체와의 상호교류확산 실험집단 5.1327 2.35472 6.3274 2.20973 -5.681***
통제집단 4.7000 2.26137 4.9000 2.23375 -1.000

*** P< .001

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t=-5.098, p=.000). 통제

집단의 평균도 8.000에서 8.0667로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387, p=.702). 한정된 자원

에 한 근 역은 실험집단의 평균이 4.4123에서 5.3947로 

높아졌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t=-5.661, p=.000). 통

제집단의 평균은 4.1724에서 4.3448로 높아졌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723, p=.475). 외부집단

에 한 감 역은 실험집단의 평균이 1.5789에서 

1.9561로 높아졌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t=-5.491, p=.000). 통제집단의 평균은 1.5517에서 

1.6552로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1.140, p=.264). 그러나 연 능력 역은 두 집단 모

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속형 체

에 하여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18.1651에서 20.4312로 

높아졌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t=-5.816, p=.000). 통

제집단의 평균은 18.7143에서 19.0357로 높아졌으나 통

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712, p=.483). 결과

으로 정보화 교육 로그램은 노인의 온라인 결속형 사

회 계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2 정보화교육프로그램이 온라인 가교형 사회관계에 
미치는 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온라인 가교형 사회 계의 

정보화 교육 로그램 실시 과 후를 비교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외부탐색 역은 실험집단의 평균이 

3.2632에서 3.9737로 높아졌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t=-5.212, p=.000). 통제집단의 평균은 2.9643에서 

3.1071로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1.000, p=.326). 다양한 타인과의 역은 실험집

단의 평균이 3.3214에서 3.9018로 높아졌으며 통계 으

로 유의미하 다(t=-4.473, p=.000). 통제집단의 평균은 

3.1071에서 3.1429로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



정보화 교육이 노인의 온라인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 291

지 않았다(t=-.197, p=.846). 더 넓은 집단의 일부로 자

신보기 역은 실험집단의 평균이 4.9823에서 6.0885로 

높아졌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t=-5.422, p=.000). 

통제집단의 평균은 4.5714에서 5.1071로 높아졌으나 통

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856, p=.074). 더 넓은 

공동체와의 상호교류확산 역은 실험집단의 평균이 

5.1327에서 6.3274로 높아졌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t=-5.681, p=.000). 통제집단의 평균은 4.7000에서 

4.9000으로 높아졌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1.000, p=.326). 가교형 체에 하여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16.6518에서 20.2679로 높아졌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t=-5.824, p=.000). 그러나 통제집단의 평

균은 14.3846에서 15.3846으로 높아졌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639, p=.114). 

결과 으로 정보화 교육 로그램은 온라인 가교형 

사회 계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Ⅵ. 연구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정보화 교육 로그램이 노인의 온라인 사

회 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정보화 교

육 로그램은 노인이 경험하는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

성을 이해하고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정보화 기기에 

한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을 두었으며, 노인들이 흥미 있게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 로

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상자는 서울시 소재 노인

복지 과 종합복지 을 이용하는 노인 144명이며, 이 

 실험집단은 정보화 교육 로그램에 등록하고 참여

한 114명의 노인이고, 통제집단은 정보화 교육 로그램

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30명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를 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의 온라인 결속형 사회 계는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실험집단에서는 

결속력의 하 역인 연 능력(ability to solidarity)

역을 제외한 모든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집단에서는 결속력의 모든 하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즉, 정보화 교육 로그램은 온라인 결속형 사회 

계의 확 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실험집단의 온라인 가교형 사회 계는 통제집

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실험집단에서는 가

교형의 모든 하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집단에서는 가교형의 모든 하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즉, 정보화 교육 로그램은 온라인 가교형 사회 

계의 확 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화 교육이 사회  계망 확 에 

효과 임을 밝힌 White[12], Sum[13], Putnam[29]의 연

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기능의 감퇴와 은퇴, 외부 계

와의 단 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노인들의 사회  고

립은 IT를 통해 감소할 수 있으며, 정보습득력이 낮은 

노인에게 정보화 교육 로그램을 실시하면 정보소외와 

정보격차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왜냐하면 IT기기는 직 인 면 이 아니더라

도 외부와 소통하고, 계를 넓 갈 수 있는 요한 도

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 로그램에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SNS 련 교육을 목시켜 반복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확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교육 로그램이 노인의 온라

인 사회 계 확 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많은 

노인들이 여 히 사회 으로 고립되고 정보습득의 불

평등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노인들의 외로움

과 고립을 이해하고 여 히 사회의 일원으로써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 인 로그램은 여 히 부족한 상

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화 교육 로그램이 노인

의 사회 계 확 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는 

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깊다. 앞으로 노인들의 한 

정보화 교육 로그램에 다양한 외부와의 소통과 련

한 활동이나 정보습득에 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 과 종합사회복지

의 이용자를 상으로 진행되었기에 연구결과를 

체노인에 일반화하여 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로그램 시작 과 후의 일정한 시기에 측정이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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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회에 걸쳐 측정이 실시됨으로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에 제한 이 있다. 향후 로그램의 효과성을 악

하기 해서는 기타 외생변수 효과를 통제할 수 있게 

최소 각 2회 이상의 측정을 포함하는 한 연구설계 

모형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정보화교육이 노인의 사회 계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함으로 향후 노인

정보화 교육 로그램에 한 방향성을 제시하 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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