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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역량과 정보활용의 상호 관련성에 주목하면서 하나의 모형 속에서 이들의 영향
요인을 동시적으로 분석하며 관계의 양상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다. 분석자료는「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사용하였고, 분석대상은 만55에 이상 고령층 1,703명 이었다. 분석방법은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인지된 유용성, 자기효능감,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 변수가 정보역
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과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함께 디지털 조력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정보활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역량과 정보활용 간 영향요인에서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층의 정보역량과 정보활용 영향요인을 보다 세 하게 분석함으로써 고
령층 정보격차 해소 관련 이해의 확장에 기여하고, 이를 토대로 고령층 정보격차 해소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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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determinants of both digital capacity and digital utilization among 
older people by using the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Using ‘2019 Survey of Digital divide’, the study 
ha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perceived usefulness, self-efficacy and confidence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digital capacity; second, not only self-efficacy and confidence but also digital support has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digital utilization. By examining the common factors and differential factors 
which explain digital capacity and digital utilization, it contributes to broadening and deepening knowledge 
on digital divide and building effective strategies for overcoming digital divide among older peopl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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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nernet of Things: IoT), 3D 프린팅 등이 
빠른 속도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켜나가고 있는 현재 
우리는 지능정보 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과 사회 
전반에 걸친 비대면 방식의 전환은 지능정보 사회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기에 충분한 환경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디지털 이주민이라 불리우
는 고령층에게 지금의 디지털 전환은 오히려 디지털 배
제로 인한 사회적 단절이라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1]. 우리의 일상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쇼핑, 금
융거래, 키오스크를 통한 매장 이용, Zoom이나 Teams
등을 통한 상호작용 등 급속도로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생활환경
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노인 인구 비율은 높지 
않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고령
층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불편은 언론을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다[2]. 

고령층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
혼이민자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정보격차의 취약계층으
로 주목하고 있는 집단들 가운데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2019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의 64.3%로 다른 디지털 취약계층과 비
교해도 현격히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디지
털 정보화 수준의 세부 지표별 격차를 살펴보면 디지털 
정보 접근수준은 일반 국민의 90.6%로 상대적으로 격차
가 크지 않으나 디지털 정보 역량과 디지털 정보 활용 수
준은 각각 일반 국민의 51.6%, 63.9%로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양상은 고령층의 정보격차가 단
순히 인터넷이나 모바일기기의 소유 여부라는 양적 측면
에서 정보역량이나 정보활용과 관련된 질적 측면으로 확
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3]. 

한편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가 해소된다면 디지털 
변혁이 고령층에게 오히려 긍정적 환경이 될 수 있음 또
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홀로 사는 취약계층 노인들
에게 AI, IoT, 웨어러블 기기, 로봇, 스마트 홈 서비스 등 
지능정보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
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등 새롭게 시도되
는 스마트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의 일상생활을 보다 안
전하고 편리하게 변화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4]. 또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
환은 다양한 형태로 사회참여와 문화활동 참여를 촉진함
으로써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2]. 실제
로 고령층은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고립감 완화
[5], 자기효능감 증진[6], 삶의 만족을[7-9]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변혁의 시대에 사회적 배제와 
디지털 배제로부터 고령층을 포용하고, 고령층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의 하나로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고령층의 정보격차 영향 요인을 규명하
고자 한다. 앞서 고령층 정보격차의 양상으로 확인된 바
와 같이 최근 관심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이 정보이용 접근성 제고에서 정보이용의 활용
수준을 증진시키는 2차 정보격차 해소로 관심이 확장되
어 가고 있다[10]. 이에 본 연구에서도 고령층의 정보접
근 보다 정보역량과 정보활용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고령층의 정보격차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정보격차
실태조사와[11,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보격차
의 수준을 비교하는 연구[13, 14] 중심에서 최근에는 고
령층의 정보격차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로 이동하고 있다
[4, 15]. 

선행연구 결과 확인된 정보격차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는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가구형태와 같은 인구사회
학적 요인[2, 13, 15,-18], 효능감, 유용성, 용이성과 같
은 심리적 요인[19-21], 사회적 요인[17, 22, 23].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고령층 정보격차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정보격차를 하나의 개념으
로 정의하고 분석함으로써 앞서 살펴본 정보격차 내의 
다차원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정보격차는 접근성 제고의 차원
을 넘어서 정보역량과 정보활용을 높이는차원으로 관심
이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를 정
보역량, 정보활용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속성에 
따른 영향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선
행연구 결과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
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특히, 정보역량과 정보활용의 영향요인의 공
통적 측면과 차별적 측면을 파악하고, 영향요인들의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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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정보 역량과 디지털 정보 활용에의 영향력 크기도 비
교함으로써 디지털 정보 역량과 활용에 대한 보다 세
한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고령자 디지털 정보역량 및 정보활용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문제는 ‘접근격차’, ‘역량격차’ 및 

‘활용격차’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12, 24]. 최근 정보
격차 문제는 정보이용 접근성 논의에서 정보역량 강화와 
정보활용 수준 증진 논의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4, 
10]. 즉, 정보격차를 해소방안으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 보다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활
용 수준을 증진 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25].. 실제로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결과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수준은 일반 국민의 90.6%로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지 않으나 디지털 정보 역량은 
51.6%, 디지털 정보 활용은 63.9%로 그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정보역량과 정보활용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모델은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을 핵심 변수로 하는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이다[26]. 기술수용모델은 사용자 
관점에서 기술수용의 과정을 설명한 이론으로써, 이후 수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설명력이 높은 이론임이 확인되었
다[27]. 그러나 기술수용모델은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델로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 비해 인지 및 기억 능력이 
제한되는 특성과 같이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Lee와 Coughllin(2015)[28]은 
고령자의 기술 채택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함으로써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역량과 정보활용에 대
한 포괄적 이해를 제공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
면 고령층의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치, 유
용성, 경제성, 접근성, 기술 지원, 사회적 지원, 감정, 독
립성, 경험, 자신감 등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요소들이 통
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선행연구 검토 결과
를 고려할 때,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역량과 정보 활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고령층을 둘러싼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2.2 디지털 정보역량 및 디지털 정보활용 영향요인
2.2.1 심리적 요인
인지된 유용성과 자기효능감, 자신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은 고령자의 디지털 수용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수이다[19-20, 29]

기술수용모델에서도 핵심 변수로 다루고 있는 인지된 
유용성은 이후 여러 실증분석 결과에서 고령자의 정보역
량 및 활용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즉, 
고령자는 디지털 정보기술이 유용하다고 여겨지고 현재
의 생활 방식에 분명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판단될 때, 보
다 적극적으로 디지털 정보기술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30, 31].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참신성 보다 유용성
과 잠재적인 이점을 인식할 때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28]. 

또한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은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역
량과 활용을 예측하는 주요한 심리변수이다. 실제로 많은 
고령자들이 신기술 사용에 관심이 있지만, 하이테크 기기
와 상호 작용하는 것에 대해 젊은 사람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을 보인다[32]

 
2.2.2 사회적 요인
고령자는 학습이나 사용을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33]. 따라서, 기술 
지원과 적절한 코칭이 디지털 정보 이용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34]. 실증분석 결과 또한 고령층은 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동기 수준이 낮고, 정보역량과 활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보 활용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원의 지지와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35].

이와 관련하여 고령층의 정보 활용에 있어서 친구, 지
인 등 외부 디지털 조력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국내 연구는 충분치 않다[3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 이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디지털 조력자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 같은 디지털 
조력자가 고령자의 정보역량과 정보활용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2.3 인구사회학적 요인
고령층 정보격차를 설명하는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

면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가구구성 형태와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이 고령층 정보격차를 설명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13-14, 17-18, 21]..성별의 경우 
정보활용 수준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정보 이용을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3호92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소득과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정보접근과 활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
어 왔다[13, 19]. 가구구성 형태는 디지털 정보격차의 세 
가지 차원, 접근, 역량, 활용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본 연구에서는 성별, 교육, 
소득수준, 가구형태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고령자의 정보역량과 정보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역량과 디지털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모형화 하여 각각 디지털 정보 역량과 디지
털 정보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면서 
공통적인 영향요인과 차별적인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영
향요인들의 디지털 정보 역량과 디지털 정보 활용에의 
영향력 크기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모형
은 Fig. 1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gender, age, 
education

living arrangement, 
household income

Digital 
capacityperceived 

usefulness 

self-efficacy 

Digital 
utilizationconfidence

technical support

Fig. 1. Research model

3.2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
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7세 이상의 일반 국
민을 모집단으로 층화확률비례추출 방식을 통해 추출된 
조사대상자 중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 2,300명이 포함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역량과 
디지털 정보활용 영향요인을 검증하고자 함에 따라 인터
넷 이용경험이 있는 만 55세 이상 고령층 중 주요 지표
의 결측 응답을 제외한 1,70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대
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조사기간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이루어졌다. 

3.3 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
3.3.1 종속변수
가. 디지털 정보 역량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정보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컴퓨

터(데스크탑/노트북)을 통해 할 수 있는 활동 7가지 문항
과 모바일기기(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활동 7가지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나. 디지털 정보 활용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정보활용을 측정하기 위해 7가

지 영역에 대한 PC와 모바일 이용수준을 측정하였다. 디
지털 정보활용 이용 측정을 위한 지표 영역은 ①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②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서비스 
③ 생활서비스 ④ 정보생산, 공유 정도 ⑤ 네트워킹 정도 
⑥사회참여 정도 ⑦ 경제활동 정도의 7가지 영역으로 구
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전혀 이용 안함)’ 1점에서 
‘자주 있다(자주 이용)’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3.2 예측변인 
가. 심리적 요인
1) 자기 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인터넷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활동에 참여하고, 인터넷 이용 위험요인으로부
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총 4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측
정하였다. 

2)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유용성은 디지털 기기 이용을 통해 “뉴스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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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소식을 더 빨리 얻게 되었다”, “더 많은 정보나 얻을 
수 있게 되었다”와 같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유용성을 총 7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였다. 

3) 자신감
자신감은 “새로운 기술 및 제품에 잘 적응하는 편이

다”,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을 이용할 때 스스로 활용방법
을 습득할 자신이 있다”와 같이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느
끼는 자신감을 총 6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나. 사회적 요인 : 디지털 조력
디지털 조력은 디지털 기기 이용 시 잘 모르거나 문제

가 생길 경우 가족, 친구, 직장동료나 지인,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센터 전문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와 같
이 디지털 조력의 주체를 5개로 나누어 총 5문항 4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 통제변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디지털 정보 역량 및 

디지털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성별은 여성을 기준집단으로 여성은 0, 남성은 1로 구
분하였고, 교육수준은 중졸이하와 고졸이상으로 나누어 
중졸이하를 기준집단으로 중졸이하는 0, 고졸이상은 1로 
구분하였다. 연령은 2차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연령대로 
구분하여 50대를 기준집단으로 50대는 0, 60대는 1로 
구분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1, 
100-200만원 미만=2, 200-300만원 미만=3, 300-400
만원 미만=4, 400만원 이상=5로 구분하였고, 가구형태
는 독거가구를 기준집단으로 독거는 0, 2인이상 동거가
구는 1로 구분하였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정보역량과 정보활용의 상호연관성을 고려

하여 정보역량과 정보활용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영향력
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역량과 정보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각각 독립적인 요인들이 아니다. 즉, 각
각의 요인들은 정보역량과 정보활용에 동시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역량과 정보활용에 영
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파악하고, 두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모형은 두 종

속변수의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동시에 SUR 분석을 통해 ß값과 유의성 외
에 차이검증을 통해 독립변수들이 정보역량과 정보홀용
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
였다. 이 같은 분석을 위해 STATA 16.0을 사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51.2%(819명), 남성 48.8%(781명)로 여성과 남성의 비
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55세 이상 
50대가 36.4%(619명), 60대 이상이 63.6%(1,084명)로 
60대 이상이 전체의 약 2/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53.8%(916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졸업이 23.9%(407명), 대학졸업 이상 11.5%(196명)로 
그 뒤를 이었다. 가구형태의 경우 독거가구가 9.0%(153
명), 2인이상 동거가구가 91%(1550명)로 동거가구가 압
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가
구소득은 200만원 이상 299만원 이하가 22.5%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하가 21.9%, 300만원 이상 399만원 
이하가 21.1% 순으로 응답자 대부분 399만원 이하에 분
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N %

Gender
Male 781 48.8
Female 819 51.2

Age
55∼59 619 36.4
60more 1,084 63.6

Education

below primary school 184 10.8
middle school grad 407 23.9
high school grad 916 53.8
college more 196 11.5

living 
arragement 

living alone 153 9.0
living together 1,550 91.0

family income
(10,000 won)

and less 200 373 21.9
200∼299 383 22.5
300∼399 359 21.1
400∼499 270 15.8
500∼599 197 11.6
600 more 121 7.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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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igital capacity digital utilization

 
Coef. Std.Err. Coef. Std.Err.

gender 0.126*** 0.026 0.055** 0.021 23.84***

age -0.189*** 0.031 -0.051* 0.024 36.51***

education 0.187*** 0.033 0.109*** 0.025 38.97***

household income 0.044*** 0.006 0.028*** 0.005 61.74***

living arrangement 0.067 0.048 -0.040 0.037 4.75

self-efficacy 0.370*** 0.022 0.221*** 0.017 340.16***

perceived usefulness 0.130*** 0.033 0.048 0.026 15.69***

confidence 0.117*** 0.027 0.086*** 0.021 25.80***

technical support 0.012 0.027 0.047** 0.021 5.25*

cons 0.565 0.137 0.13 0.106 -

N 1,601 1,601

R2 0.4934 0.3464

  1559.57*** 848.37***
* p<.05, ** p<.01, *** p<.001

Table 3.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UR) Models Result

4.2 주요 변수의 특성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2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정보역량과 정보활
용 수준을 살펴보면 정보역량은 2.252점(4점 기준), 정보
활용은 1.606점(4점 기준)으로 나타나, 두 변수 모두 중
간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역량 수준
과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을 단순 비교하면 디지털 역량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인지된 유용성, 자기
효능감, 자신감, 기술 지원 수준을 살펴보면 인지된 유용
성이 2.777점(4점 기준)으로 다른 변수에 비해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 지원이 2.555점(4점 기준)
으로 디지털 기기 이용의 어려움 발생 시 지원해줄 수 있
는 디지털 조력 수준이 중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2.420점
(4점 기준), 자기효능감이 2.070점(4점 기준)으로 디지털 
기술과 관련한 자신감이나 효능감 수준이 중간 이하인 
가운데 특히 효능감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Variables mean std. min max

Digital capacity 2.252 .726 1.00 4.00

Digital utilization 1.606 .498 1.00 3.60

usefulness 2.777 .485 1.14 4.00

self-efficacy 2.070 .704 1.00 4.00

confidence 2.420 .631 1.00 4.00

technical support 2.555 .568 1.00 4.00

Table 2. Main Variable Characteristics

4.3 정보역량과 정보활용의 영향요인에 대한 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정보역량과 정보활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의 영향력을 검정하기에 앞서, 두 방정식의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Breusch-Pagan test 
of Independence 결과 (1)=203.024 (p<.001)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두 오차항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은 OLS모형이 아닌  
SUR 모형으로 검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정보역량과 정보활용에 대한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UR) 분석의 결과는 Table 3.에서 정리되
는 바와 같다. 먼저 정보역량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
면 인구사회적 특성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60대 보다는 50대가, 중졸이하보
다는 고졸이상이,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디지털 정
보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본 연구의 핵심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인지된 
유용성, 자신감은 정보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디지털 정보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디지털 기기 이용을 통한 유용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클수록 
정보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
능감과 인지된 유용성, 자신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요인이 정보역량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규명한 Bellini와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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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2016)［37］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반면, 
사회적 요인인 디지털 조력은 정보역량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보활용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
성보다는 남성이, 60대보다 50대가, 중졸이하보다 고졸
이상이,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디지털 정보활용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본 연구의 핵심 독립변수인 심리적 요인의 영향
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과 자신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지된 유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회적 요인인 디지털 조력은 디지털 활용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과 자신감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디
지털 조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활용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우리 사회는 지능정보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다양한 지능형 정보시
스템이 사회 가치를 창출해내는 지능정보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다[38]. 이러한 환경 변화는 우리의 일상을 편리
하게 만들 것이라는 낙관과 기대를 갖게 하지만 한편 이
제까지 디지털 이용 능력이 부족하거나 활용 정도가 낮
아 대표적인 정보 소외계층으로 분류되어 온 고령층에게
는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층의 정보역량
을 강화하고 정보활용을 증대시키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층의 정보역량
과 정보활용에 초점을 두고 이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에 의한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파악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사회적 특성 등 여러 
요인들이 공통적이지만 동시에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특
성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제시해 준다. 즉,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운데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구소득, 심리적 특
성 가운데 자기효능감과 자신감은 정보역량과 정보활용
을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 가운데 

인지된 유용성은 정보역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
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요인인 디지털 조력은 정보활용에
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둘째, 공
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
해 보면 인구사회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모두 정보역량
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보활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효
능감, 자신감, 인지된 유용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을 중심
으로 한 정보역량 강화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
에 고령층의 정보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심리적 변인을 
보다 폭 넓게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보역량과 정보활용과 관련해서 각각에 대
해 보다 차별적인 영향요인이 존재하는 동시에 공통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존재함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요인 구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고령층의 정보역량과 정보활
용의 증대 방안이 전략적으로 구축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정보역량과 정보활용을 설명하는 공통적 
특성과 차별적 특성에 대한 이해 구축을 통해 고령층 가
운데 정보 소외 집단의 정보격차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
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의 연구가 심화 될 필요성
이 있음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SUR모형을 활용하면서 고령층의 정보역량
과 정보활용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정보소외계층인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적 접근의 과정에서 정보역량
과 정보활용에 대한 영향요인의 구분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실천적 방향에 대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차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로서 변
수 사용에 있어서의 제한성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보다 연구목적에 충실하고 엄격한 자료의 구축과 함께 
다양한 변수에 기반한 모형 설정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후속 연구들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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