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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세대 간 디지털 격차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고령
층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인지 및 디지털기술 활용 등을 살펴보고 향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인지정도에 따라 디지털정보 활용 측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지능정보
사회에 대한 인지가 높은 그룹일수록 다양한 분야의 정보활용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중고령층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미래 지능정보기술의 필요성을 많이 인지할수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삶
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령화 진전과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시기로 디지털 격차 증대에 대한 
우려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고령층의 디지털정보기술의 활용과 미래 지식정보기술의 인식과 태도가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중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정보 기술의 활용능력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향후 디지털 포용 관점에서 중고령층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정보 역량과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디지털 격차, 디지털정보 역량, 디지털정보 활용, 미래 지능정보사회, 삶의 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life, digital information 
competency,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awareness of future knowledge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e need for knowledge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nfidence in new technology, and attitude to 
middle and old people classified as vulnerable to digital information. For the research, raw data of the 
digital divide survey were used in 2019. Studies have shown that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varies 
depending on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futur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Group with high 
awareness of the futur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showed high ability to use information in 
various fields. The more people recognize the need for futur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s a 
factor that affects the satisfaction of life among middle and high-aged people, and the more confident 
and active their confidence and attitude toward new technology, the higher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It is believed that a policy focusing on digital information capabilities and utilization will be needed 
to 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middle and old people from the perspective of 
digital inclusion.
Key Words : Digital divide, Information competency, Information utilization, Futur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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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디지털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고령층의 대다
수가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화가 일상이 됨에 따
라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사회문제도 대두되기도 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은 디지털 격차 문제를 수면위로 
올려놓았다. 급격한 환경변화에서 취약계층은 일상생활
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사회적 불평
등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대해 평가하고 있
다.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 인
터넷 상시접속가능여부를 평가하는 접근수준과 PC와 모
바일기기 이용능력을 평가하는 역량수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과 인터넷 심화활용정도를 평가하는 활용수
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출하고 있다. 

2019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이 정보의 역량과 활용측면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 그 중에서도 고령층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디지털정보화 접근수준, 역량수준이 낮게 
제시되었다. 디지털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생활정보서비
스,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정보취약계층은 누릴 수 있는 정보 활용 범위가 협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비대면 서비스, 
인공지능, 무인화기술, 로봇이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2020) 조사결과에 따
르면, 코로나 19 현상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키며, 디지털 사회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게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디지털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시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디지털정보 활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고
령층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2018년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14.8%로 이미 고령사회
로 진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지역별, 연령

별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간 디지털 
격차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불편
함을 감수하는 것을 벗어나 새로운 사회 불평등을 야기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
우 사회경제적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
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의 디지털 정보에의 접근은 물리적 접근에서 벗어
나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디지
털기기를 통한 활용범위가 넓을수록 생활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혜택과 사회참여, 네트워킹, 경제적 활동 정도가 
확대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과 더불어 금융권의 비대면 
서비스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음식점 등에서도 전자
주문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 비대면화가 실생활에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우
리 정부는 그린(green)뉴딜과 더불어 한국판 디지털
(digital) 뉴딜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역량강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됨에 따라 산업전반의 
디지털화를 위한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인프라의 디지
털화, 비대면 산업육성, 교통·수자원·도시·물류 등 기반시
설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중고
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대해 살펴보고, 최
근의 환경변화인 미래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인지, 필요
성, 태도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
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포용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이 
사회적 소통과 경제활동 등의 필수재로 인식하고 디지털 
기회 확장을 위한 역할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
근 중고령층은 고령화 진전으로 그 계층이 확대되고 있
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갖으며 이전 고
령층과는 다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계층으로 이들의 니
즈 또한 상이함에 따라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고령층의 
디지털 기술 활용은 고령화로 인해 계층이 확대되고 세
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액티브시니어와 제2의 인생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확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도출 
2.1 디지털 격차의 개념 및 영향요인

디지털 격차의 기본적인 개념은 디지털 기술의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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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되어 있으며[1-3], 디지털 기술은 대표적으로 인
터넷으로 상징되고 있다[4-6]. 초기의 디지털 격차
(Digital devide)는 컴퓨터의 접근성 여부에 따른 물리
적 접근성에 기초하였다[7]. 하지만, 인터넷의 급격한 확
산으로 인하여 디지털 격차의 범위는 좀 더 광범위해지
고 있어, 단순한 물리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인 측
면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차원적인 
측면은 새 미디어 시대의 디지털정보 활용에 따른 사회
적 불평등에 관한 접근으로 확대하고 있다. 1단계 디지털 
격차가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물리적 접근에 머물렀다면, 
2단계 디지털 격차는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측면이 중요
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1, 8]. 

디지털 격차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과 인터넷 이용의 불평
등 정도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인터넷 접속과 이용을 
통해 얻는 사회문화적 편익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9].

디지털화는 생활 속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를 통해 생활서비스 이용의 편리성과 사회적 활동의 
확장 등을 가져왔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화 기술은 사회·
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직업수행, 지식의 접근, 사회화, 소통,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력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10, 11].

가계측면에서 인터넷의 사용은 가계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보다 확대된 측면에서 
ICT의 전략적 및 방대한 사용은 경제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11-13].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정보의 활용은 개인 및 가계,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지
털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회경제적 혜택으로
부터 배제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정보 활용의 격차에 있어서, Molar(2003)는 
단계별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정보
격차 영향요인에 대해 초기단계는 소득, 거주형태, 교육, 
인종, 연령 등이 격차 요인으로 작용하며, 도약기에는 소
득과 연령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성별, 인종, 거주
지, 교육도 격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하나 그 
영향이 도입초기보다는 낮음을 확인하였다. 포화기에는 
소득과 연령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교육과 성별의 
영향이 다시 중요한 격차 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14, 15]. 이민상(2020)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연령, 교육, 소득, 사회적 관계는 디지털 역량에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고 있다[16]. 연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정보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연령과 소득수준을 들 수 있
으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 이러한 요인에 따른 격차가 크
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나이대별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니즈
를 가진 층으로 구분될 수 있음에 따라, 이들 간의 정보 
격차는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인터넷 활용과 삶의 만족도 간의 연관성을 제시한 연
구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경우 
고령층의 고독과 소외문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17-19].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정보 기술의 취약계층으로 분
류되고 있는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정보 역량과 활용 측
면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있어
서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에 디지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삶의 만족도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이를 활용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음
을 지적하고 있다[20]. 하지만 고령층의 경우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경험한 후에는 기술수용에 대한 긍
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와 정보기술 이용자들의 전 
연령에 있어서 정보기술 수용과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는
데 흥미를 지닌다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21].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고령층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경험과 
인지를 통하여, 삶의 많은 부분 디지털기술이 활용될 수 
있음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데 동기부여 요인
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민상(2020)은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활용능력과 역
량, 동기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인의 
디지털 역량차이는 개인의 지능정보사회 및 기술에 대한 
이해와 역량수준의 차이와 연관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
다. 또한 미래 지능정보사회 및 기술에 대한 지식수준은 
사용동기와 사용기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함[16]
에 따라 개인이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과 그 동기가 디지
털정보 활용능력 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개인의 디지털정보 역량과 활용은 
성별, 연령, 경제능력,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인 요
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디지털정보 
역량과 활용은 미래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와 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살펴보았다. 미래 지식정보사회를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생활 속의 많은 부
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변화와 신기술에 대
한 이해와 역량이 부족할 경우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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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세대 간 또는 인구사회
학적인 요인 간의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격차는 고령층에서 많
이 나타남에 따라 고령자의 삶의 질 제고와 새로운 불평
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디지
털정보 기술의 활용과 이해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중요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고령화됨
에 따라 연령대별로 생활방식과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 다양한 고령층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은퇴를 준비하
는 세대는 액티브시니어를 지향하며, 스스로 삶의 만족도
와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요인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나, 최근의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새
로운 정보와 기술에의 수용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이
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디지털 시대에 기
술 수용과 활용은 고령층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 디
지털정보 활용역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디지털정보 역량, 디지털정보 활용, 미래 지능
정보사회 요인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
이다. 

 

IC: Information competency, IU: Information utilization, 
R_IIS: Recognition of futur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N_IIT: Necessity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_NT: Attitude to new technology, 
LS: Life satisfaction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시데
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
국정보화진흥원이 매년 수행하는 설문조사로 일반시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정보이용 태도 및 기타 사항에 대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정보화 수준의 세부항목으로 
디지털정보화 접근수준, 디지털정보화 역량수준, 디지털
정보화 활용수준이 있으며, 정보 이용태도 및 기타 세부
항목으로 인터넷 비이용관련,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지능
정보사회 관련 항목이 있다. 

본 연구는 중고령층(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
능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에 따른 디지털정보 활용정도를 
살펴보고, 디지털정보 역량과 활용수준, 미래 지능정보사
회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중고령층은 기존 연구에서 55세 이상을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고령층은 UN에서 제시된 정의에 따라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
고령층을 55세 이상으로 제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 특히, 디지털 환경변화는 정보
에의 접근성 보다는 정보기술 활용을 통하여, 개인 삶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
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를 위해 사용된 
주요 변수는 Table 1과 같다. 디지털정보 역량은 컴퓨터
를 통한 문서작성, 다양한 외장기기의 활용, 인터넷연결, 
악성코드 검사 등의 활용능력과 모바일 기기를 통한 환
경설정, 무선 네트워크 설정, 악성코드 검사, 자료 작성 
등의 활용능력, 그리고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한 타인과의 
교류,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부터의 보호능력, 책임있는 
인터넷 이용 등을 평가하고 있다. 

디지털정보 활용과 관련된 변수는 PC와 모바일 기기
를 통하여,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서비스, 사회관계 및 
공유서비스, 생활서비스, 정보생산·공유정도, 네트워킹정
도, 사회참여정도, 경제활동정도 부문의 활동을 어느 정
도 이용하는지 평가하고 있다. 미래 지능정보사회와 관련
된 변수는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인지도, 다양한 지
능정보기술에 대한 필요도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태도와 자신감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래 지능정보사
회에 대한 인지도는 지능정보사회나 4차 산업혁명, 인공
지능 등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지능정보기술에의 필요도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 스마트홈 등의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만족도 변
수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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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Question Scale

Information 
Competency 

Computer application 7 4
Mobile application 7 4
Deep utilization 4 4

 Information 
utilization 

(PC/Mobile)

Search, e-mail, contents services 4 4
Social networks, shared services 5 4

Lifestyle services 4 4
Production of data, level of shared 

information 2 4
Level of networking 2 4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4 4
Level of economic activity 4 4

Futur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Recognition of futur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1 4

Necessity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7 4

Attitude to new technology 6 4
Life 

satisfaction Overall satisfaction of life 5 4

Table 1. Descriptions of the variables

4. 연구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Table 2와 같다. 남
성은 1,012명(46.5%)이며, 여성은 1,165명(53.5%)로 나
타났다. 연령대별로 50대는 641명(27.9%), 60대는 886
명(38.5%), 70대는 668명(29.0%), 80대는 101명(4.4%), 
90세 이상은 4명(2.0%)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관리자 13
명(0.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명(0.1%), 사무 종사
자 41명(1.8%), 서비스 종사자 358명(15.6%), 판매 종사
자 377명(16.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7명(5.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7명(5.5%), 장치, 기계조
작 및 조립 종사자 44명(1.9%), 단순 노무자 110명
(4.8%), 전업주부 677명(9.4%), 무직 306명(13.3%), 기
타 4명(0.2%)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등졸 이하 457명
(19.9%), 중졸 614명(24.7%), 고졸 1019명(44.3%), 대
졸 210명(9.1%)로 나타났다. 가구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은 39명(1.7%), 50-99만원 188명(8.2%), 100-140
만원 250명(10.9%), 150-199만원 272명(11.8%), 
200-249만원 292명(12.7%), 250-299만원 216명
(9.4%), 300-349만원 240명(10.4%), 350-399만원 
174명(7.6%), 400-499만원 295명(12.8%), 500-599만
원 207명(9.0%), 600만원 이상은 127명(5.5%)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 활용된 중고령층은 여성의 비율이 높

으며, 60대,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 전업주부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약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 월평균 소득은 400만원 
정도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Classification N %

Age
(n=2,300)

55-59 641 27.9
60-69 886 38.5
70-79 668 29.0
80-89 101 4.4

Over 90 4 2.0
Sex

(n=2,177)
Male 1,012 46.5

Female 1,165 53.5

Occupation
(n=2,300)

Manager 13 0.6
Specialists and associated employees 3 0.1

Clerks 41 1.8
Service workers 358 15.6

Salesperson 377 16.4
 Skilled worker in agriculture and 

fisheries 117 5.1
Functional personnel and associated 

functional workers 127 5.5
Device, machine operation and 

assembly personnel 44 1.9
Simple laborer 110 4.8

Housewife 677 29.4
Inoccupation 306 13.3

Etc. 4 0.2
Non response 123 5.3

Level of 
education
(n=2,300)

Below the elementary school level 457 19.9
Middle school graduation 614 26.7
High school graduation 1,019 44.3
University graduation 210 9.1

Household 
average 
monthly 
income 

(n=2,300)

Less than 500,000 won 39 1.7
500,000-990,000 won 188 8.2

One million-1.4 million won 250 10.9
1.5 million-1.99 million won 272 11.8
2.0 million-2.49 million won 292 12.7
2.5 million-2.99 million won 216 9.4
3.0 million-3.49 million won 240 10.4
3.5 million-3.99 million won 174 7.6
4.0 million-4.99 million won 295 12.8
5.0 million-5.99 million won 207 9.0

Over 6 million won 127 5.5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 quantity

4.2 가설의 검증
가설 1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미래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수준을 기준으로 7개 부문의 디지털정보 활용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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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미래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수준에 따라 중고
령자를 인지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A그룹은 미래 정보사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그룹으로, 
B그룹은 미래 정보사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그룹으로 
제시하였다.

Fig. 2는 PC 활용에 대한 영역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
다. PC를 통한 활용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인지도가 높
은 B그룹이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서비스,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서비스, 생활서비스, 정보생산·공유정도, 네트워
킹정도, 사회참여정도, 경제활동정도의 활용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각 부문별 두 그룹간의 차이도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3 참고.  

Fig. 2. Information Utilization Capability Distribution 
(PC)

구분 N M(SD) t p
Search, e-mail, 

contents 
services

A 1,329 1.4(0.752)
-12.544 0.000B 373 2.0(0.807)

Social networks, 
shared services

A 1,330 1.2(0.735) -7.615 0.000B 373 1.6(0.706)
Lifestyle 
services 

A 1,330 1.4(0.806) -11.562 0.000B 373 1.9(0.839)
Production of 
data, level of 

shared 
information

A 1,330 1.3(0.788)
-8.501 0.000

B 373 1.7(0.780)
Level of 

networking
A 1,330 1.3(0.842) -8.474 0.000B 373 1.8(0.854)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A 1,330 1.2(0.744) -5.959 0.000B 373 1.4(0.639)
Level of 
economic 
activity 

A 1,330 1.3(0.773)
-8.207 0.000B 373 1.6(0.743)

Table 3. Inter-group Information Utilization Capability 
Comparison(PC)

Fig. 3은 모바일 기기를 기준으로 영역별 분포를 나타
낸 것이다. PC 활용과 동일하게 인지도가 높은 B그룹이 
각 영역별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두 그룹간의 차이도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참고.

Fig. 3. Information Utilization Capability Distribution 
(Mobile)

구분 N M(SD) t p
Search, e-mail, 

contents services
A 1,331 2.0(0.576) -15.101 0.000B 373 2.5(0.613)

Social networks, 
shared services

A 1,331 1.9(0.587) -12.617 0.000B 373 2.3(0.643)
Lifestyle services A 1,331 1.9(0.669) -16.507 0.000B 373 2.5(0.691)
Production of data, 

level of shared 
information

A 1,331 1.8(0.754)
-10.425 0.000

B 373 2.3(0.841)
Level of 

networking
A 1,331 2.3(0.731) -11.750 0.000B 373 2.7(0.677)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A 1,331 1.3(0.565) -8.144 0.000B 373 1.7(0.732)
Level of economic 

activity 
A 1,331 1.4(0.595) -10.829 0.000B 373 1.9(0.739)

Table 4. Inter-group Information Utilization Capability 
Comparison(Mobile)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경변화에 대한 관심과 인지
도가 있는 높은 그룹의 경우 새로운 기술 습득에 대한 자
신감과 적극적인 태도 등과 연관되어, 각 영역별 디지털 
정보의 활용이 높게 난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사회로 전환시점에서 최근의 팬데믹은 디지털
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급격
한 비대면화로 전환됨에 따라 고령층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사회에서 새로운 환경 변
화와 기술에 대한 인지 및 활용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고령층의 새로운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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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과 활용은 삶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생활서비스 활용, 소통, 
정보획득 등을 통해서 삶의 영역을 확대하고 세대 간, 사
회와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층의 우울요인
으로 경제적 어려움, 건강도 큰 부분 작용하나, 사회적으
로 고립되어 있음에서 오는 심리적 요인도 상당부분 차
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인지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중고령층의 삶의 영역을 넓힘으로써, 새로운 만족도를 얻
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PC와 모바일기기 활동과 
관련된 디지털정보 역량과 디지털정보 활용, 미래 지능정
보사회에 대한 인지, 기술의 필요성, 태도 요인과 삶의 만
족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독립변수
별 다중공선성은 1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지능정
보기술의 필요성(t=4.411, p<0.01)과 새로운 기술에 대
한 태도(t=16.280, p<0.01)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지능정보기술인 음성비서, 혼
합현실,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 스마트홈, 생태인증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인지할수록, 새로
운 기술을 접함에 있어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가 강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ep.Var Indep.Var Beta t p

life satisfaction 

(Constant) 26.676 .000
Information 
competency -.030 -1.001 .317
Information 
utilization -.005 -.178 .859

Recognition of 
futur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020 -.771 .441

Necessity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103 4.411* .000

Attitude to new 
technology .410 16.280* .000

=.179 F=73.695 p=.000
 * p<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연구결과, 중고령층도 최근의 미래 지능정보기술과 관
련된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적극적인 태도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결과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미래 지능정보기술과 관련
된 인지도가 높은 그룹의 검색서비스, 사회관계 및 정보
공유서비스, 생활서비스, 정보생산·공유정도, 네트워킹정
도, 사회참여정도, 경제활동정도에 높은 점수를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기술 및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그룹일
수록 정보활용역량 또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
리 실생활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공공서비스는 
비대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대면화 전환을 통
해 이용자는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편의성을 제공받
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금융거래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을 통하여 편의성
은 물론 경제적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상품의 
경우, 인터넷 가입이 대면 가입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정보활용이 어려운 계층일수록 이러한 
혜택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음으로 이는 곧 새로운 사회
적 불평등을 양산할 수 있다. 

최근 고령화 진전으로 인하여, 은퇴 후에도 새로운 직
장을 구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고령층이 직
업현장에서 배제되는 이유에 있어서 컴퓨터 활용기술의 
능력의 부재와 정보의 수집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
보활용능력이 높은 층일 경우, 다양한 정보의 수집이 가
능하며, 직업현장에서 좀 더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점차적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기술 발전과 더불어 
신기술의 활용필요성 증대되고, 고령층의 인식과 마인드 
등이 변화함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다양한 기
회를 창출함으로써 삶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제시하며, 전 산업 부문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교육측면의 역량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
보의 가장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중고령층의 디지털 정
보 역량과 활용에 대한 교육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되며, 정보활용 측면에서 생활서비스와 관련된 
측면의 활용에 대한 교육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이는 최근 팬데믹 사태에서 발생한 문제와 
같이 급격한 비대면으로의 전환은 취약계층에게 또 다른 
불평등과 실생활의 어려움을 양산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중고령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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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이들의 디지털정보 활용능력과 미래 지능정보
기술의 인지도와 필요성 및 태도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미래 지식정보기술에 대한 인지가 높
을수록 디지털정보 활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
지털정보 활용능력은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서비스, 사
회관계 및 정보공유서비스, 생활서비스, 정보생산·공유정
도, 네트워킹정도, 사회참여정도, 경제활동정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인지도가 높은 그룹의 경우 각 부문별 활동범
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고령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는 검색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이용이 적은 부문은 생활서비스로 나타났다. 생활서비스
는 정보제공서비스를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금융거래서
비스 등으로 고령층의 경우, 비대면화 보다는 대면화에 
익숙한 계층으로 아직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에 대
한 거부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생활서비스는 디지털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부
문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일반 시민들은 가격과 상품
에 대해 비교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
에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 금융거래서비스의 경우도 인터
넷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하여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일
처리가 가능함으로써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서비
스의 경우, 민원서류의 열람 및 발급, 공과금 조회 및 납
부 등이 전산화로 모두 가능해져, 시간·공간적으로 자유
롭게 되었다. 하지만 중고령층의 경우, 이러한 생활서비
스에서 비대면 보다는 대면처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
술에 대한 두려움이나 새로운 기술 활용에 익숙치 않음
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자상거래와 공공서비
스 부문도 마찬가지로 대면을 통한 구입과 서비스 이용
이 다른 연령층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디지털화로 
인한 편리성과 기타 다양한 혜택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
다. 최근의 팬데믹 현상은 이러한 비대면화를 가속화 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비대면에 익숙치 않은 세대
의 경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미래 정보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정보기
술의 필요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현상이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연령대
의 고령층이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 다양한 라이프스
타일과 니즈를 갖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 적극
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세대가 있는 반면 두려움을 갖고 
기피하는 세대도 있다. 삶의 만족도에 새로운 기술에 대
한 적극성과 자신감 그리고 기술의 필요성을 많이 인지

할수록 삶의 만족도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줄이기 위
한 환경변화를 인지시키고, 디지털정보 활용능력을 통하
여, 사회참여 영역을 넓힘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포용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고령층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제적, 신
체적, 심리적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변화된 사회 속에서 특히, 지금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변
화에 소외된다는 생각은 중고령층의 삶의 질 저하에 많
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고령층은 사회적 소
외감이나 유대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우울감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고령층의 디지털정
보 역량강화와 활용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포용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고령층의 디지털 포용 정책은 
변화하는 환경에 모든 사람들이 실용적인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고령화로 인하여, 다양한 계
층이 존재하는 고령층의 필요에 부합하는 실질적 지식 
및 기술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술의 발
전은 취약계층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등도 
유발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신속한 문제파악과 대응방
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
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새로운 사회적 불
평등을 야기함에 따라,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인지와 태도가 디지털정보 활용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중고령층의 미래 지능
사회에 대한 인지와 디지털정보 기술의 활용능력이 필수
적인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최근 고령층에 대한 제2
의 인생, 액티브시니어를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새로운 
기술 환경을 통한 환경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 활용을 통해 중고령층의 삶의 다양성이 확
대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향후 미래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인지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와 본 연
구에서 주 대상인 55세 이상의 중고령층은 최근 고령화 
진전으로 인하여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니즈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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