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층의 정보활동이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향 분석*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Activities on the 
Feeling of Happiness for the Elderly in Korea

이 미 숙 (Misook Lee)**

문 진 현 (Jin-hyun Moon)***

김 희 섭 (Heesop Kim)****

 록

본 연구의 목 은 고령층의 정보활동(정보기기 사용수 , 정보검색 시간)이 고령층의 삶의 행복감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구  구근교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을 상으로 면 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371부의 데이터를 IBM SPSS 21.0 통계분석 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다 회귀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컴퓨터와 휴 폰 사용수 은 삶의 행복감에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TV와 화기 사용수 은 고령층의 삶의 행복감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무와 련한 정보검색 시간은 삶의 행복감에 부(-)의 향을 미쳤지만, 융과 련된 정보검색 

시간은 삶의 행복감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the information activities (i.e., 

the ability of digital device use and the time spent of information retrieval) on the feeling of 

happiness for the elderly people in Korea. For this study, we conducted face-to-face interview 

with the elderly over 60 years old living in and around Daegu, Korea and analyzed 371 valid 

data for frequency, multiple regression and t-test using IBM SPSS version 21.0. The results 

showed that neither the ability of computer nor mobile phone use affect on the feeling of happiness, 

whereas both the ability of TV and telephone use influence positively (+) on it. In addition, 

the time spent of the business-related information retrieval influences negatively (-) on the 

feeling of happiness, but the time spent of the financial-related information retrieval influences 

positively (+)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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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속한 발

 속에 1990년 부터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네트워크 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 심의 열린 정보화 사회로 발 하 다. 

스마트폰의 개발은 국내외의 모바일, 콘텐츠 산

업이라는 패러다임을 이루어 이용자들과의 다

양한 정보 지식을 습득, 가공, 해석  공유 심

의 사회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 활동

을 이루게 하 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 더불어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과 생활환경 서비스 개선에 따른 사회  삶

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정보사회 환경 변화에 

응하지 못한 정보 취약 계층인 고령층의 증가

가 가속화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

화 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

율이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21% 이상이면 ‘ 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로 구분하고 있으며(한국 리태니커 온라인 

2014), 우리나라는 재 고령사회로 진행 이

며 이에 한 비가 시 한 실이다.

고령층들은 극 인 정보화에 많이 참여하

지 않는 경향과 재교육을 받을 기회 환경과 필요

성조차 인식하지 못한 열악하고 단 된 정보 환

경 속에서 소외 계층화  정보 불평등으로 여생

을 보낼 수도 있기에 합한 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박충선, 이춘옥 2003). 정

보소외는 정치 으로는 국민통합을, 경제 으로

는 정보화 투자 효과  생산성을 하시켜 기존

의 사회경제  비용의 소득격차를 더욱 증가시

키며, 사회문화 으로는 계층 간의 의사사고 방

식의 차이와 사회문화의 통합을 해하고 세  

간의 문화갈등을 야기하는 문제 원인이 되기도 

한다(남길우 2005). 그러므로 증하는 고령인

구의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정보

사회의 응력을 제고하여 고령층들이 행복한 

삶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디지털복지 혹

은 정보복지의 출발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층의 정보활동(즉, 정

보기기 사용수 , 정보검색 시간)이 그들의 삶

의 행복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

여 궁극 으로는 고령층이 정보활동을 통해 행

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 자료를 제

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 을 

서술하 다. 2장에서는 고령층의 삶의 행복감

과 정보활동, 고령층의 정보기기 사용  정보

검색 행태에 련된 선행연구를 개 하고자 한

다. 3장에서는 연구 설계와 분석방법을 제시하

고, 4장에서는 고령층의 정보활동  어떤 변수

들이 삶의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고자 한다. 5장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에 한 

결과 요약  정보활동을 통한 고령층 삶의 행

복감에 한 해결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개

2.1 고령층의 삶의 행복감 그리고 정보활동

고령층의 삶의 질, 행복감, 그리고 만족감과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삶의 질에 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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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있지만, 배나래, 박충선(2009)은 삶의 

질은 “신체 ․경제 ․정서 ․사회  건강

한 삶의 욕구 의미로 안녕(well-being), 복지

(welfare), 생활수 , 만족도, 행복감과 유사한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 삶의 질을 다

차원 이며 복합 인 매우 포 인 개념으로 

정의하 다. 서수균, 백지 , 정 숙(2012)은 

고령층들의 스트 스, 삶의 의미성과 행복감 간

의 계에 한 연구 결과, 행복감을 주  안

녕감과 심리  안녕감으로 세분화  개념화하

여 정  상  계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를 보 다. 이는 고령층 삶의 의미성을 발

견하고 의미를 추구하려는 동기가 노인들의 행

복감 증진 시켜  수 있음을 보여 다. 최 석, 

하정철(2012)은 고령층 삶의 만족도는 노인복

지의 실 정도를 악할 수 있는 요한 지표

라고 하 고, 이정의(2010)는 우리나라 노인의 

교육수 별 생활만족 결정요인을 사회  계 

 참여, 건강을 심으로 연구에서 노인들의 

교육수 은 상 이고 인 수 에서 국

내외 으로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경호, 김지훈(2009)은 성공 인 노후생활을 

한 방안으로 좋은 생활 습 , 건강 수  유지, 사

회 참여 활동, 평생 학습교육, 노인들을 한 국

가 정책 실천이 요하다고 주장하 으며, 신창

환(2010)의 연구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상태, 사

회  활동, 자녀들의 지지, 경제상태 같은 삶의 

객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령층의 정보활동과 삶의 행복감 간의 

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김 화(2006)는 정보활동능력이 고령층의 

삶의 행복감을 결정해 주는 주요 요인으로서 

사회변화에 응하는 태도에서의 헌신 인 기

질과 통제 인 기질, 정보제공능력과 정보비

능력이 높은 고령층일수록 열성 인 행복감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신용주, 구민정(2010)

은 국가정보화 사업인 노인 정보화 교육활동을 

통해 고령층들은 정 인 정보습득과 만족감

을 얻었으며 정보 교육을 배우고 활용한 고령

층들은 정보화 교육을 받지 않은 고령층보다 

생활 만족도가 더 높다고 밝혔다. 김동배, 김상

범, 김세진(2011)은 장․노년층의 정보화 교육

(인터넷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인 계능력

과 활발한 사회활동에 향을 증진시킨다고 하

고, 정민숙, 이유리(2012)는 고령층의 지속

인 정보화 교육을 통한 인터넷 활용은 생활 반

에 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며, 지

인 욕구를 충족한 고령층일수록, 기분 환  

휴식처로 활용하는 고령층일수록, 사회  지지

망을 넓 가는 고령층일수록 행복감을 느 으

며, 학력  직업 유무, 성별에 따른 차이에 따라 

만족도 차이가 있다고 하 다.

이와 같은 정보활동과 삶의 행복감 간의 련

성에 한 선행연구를 보았을 때, 고령층은 정

보화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하여 삶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고령층의 정보기기 사용  정보검색

고령층을 상으로 정보기기와 정보검색에 

을 맞춰 수행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충선, 이춘옥(2003)의 연구에서, 고령층은 

정보 련기기(컴퓨터, 인터넷망)에 한 근

성은 매우 높으나, 주요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2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5권 제2호 2014

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아닌 매체(방송, 

상매체)에 한 의존성이 높다는 결과를 볼 때 

고령층은 정보기기의 정보습득 방법에 익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 고령층의 정보검색 활

용은 의지에 따라 차이를 보 는데, 일상생활의 

편의성( 자우편, 은행, 쇼핑), 실용  측면(

상진료, 교육, 원격투표 등)에는 극 인 활용

을 하고자 하 으나, 여가활동  인간 계  측

면에서는 정보 활용 의지는 매우 낮은 결과가 나

타났다. 박태열, 황지 (2010)은 학력이 높고 수

입이 많은 고령층이 인터넷 이용 만족도가 높으

며, 외로움을 느끼는 고령층도 일상생활에서 인

터넷을 통해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 동기는 오락, 정보획득, 

일상생활 이용, 교육 등이었으며,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텔 비 과는 다르게 비교  능동 인 

이용 동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행

복감을 하고 삶의 질과 만족도를 개선할 가

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장수지, 이재정(2010)은 

고령층들의 정보기기(컴퓨터)의 주요 이용 목

은 정보검색, 여가시간이용, 사회  교류 등으로 

활용하 으며, 정보기기의 이용형태를 유형화한 

결과 ‘정보탐색/취미형’, ‘취미형’, ‘정보탐색/의

사소통형’으로 분류하 고, 사회활동참여 정보와 

고령층의 각기 다른 성격에 따라 정보기기 이용

유형이 다른 결과가 있음을 보 다. 

남 (2007)은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층의 정

보 혜택 활성화를 한 방안에서 IT기기에 한 

친숙성을 높이기 한 높이에 맞는 개별화된 

업  이용자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

으며, 신체능력의 하로 인한 격차인 고령층

과 장애인들을 한 정보기기의 배려와 보조기

기의 지원을 통한 경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정보기기 배치만

으로는 정보기기 부분에 한 서비스를 완성하

지 못하기 때문에 체계 인 문 인력 확보 

략이 필요하다고 하 다. 

정재민, 김 주(2007)은 고령층의 삶에 있어

서 텔 비 이 차지하는 비 이 으로 높

고, 가장 요한 여가생활(휴식/오락, 시간 때

우기/습 , 회피, 학습 등)의 수단이자 유 감

과 동료의식, 자기 자신에 한 정체성을 느끼

는 커뮤니 이션 도구라고 하 다. 

조주은(2010)은 고령층의 휴 화 사용격차

를 이기 해서는 사용용이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휴 화 교육을 통해 고령층들의 사용용

이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함을 제언하 다.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방송통신 원회(2014)

의 ‘2013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발표 결과

를 보면, TV는 일상에서 가장 필수 인 매체로 

인식한다는 응답률이 년 53.4%에서 46.3%

로 낮아졌지만,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인식

한다는 응답률은 2012년 25.0%에서 37.3%로 

높아진 것으로 발표하 다. 연령 별 정보매체 

인식도에서 10 (61.8%), 20 (67.3%), 30

(51.3%), 40 (38.4%)로 스마트폰을 가장 필

수 인 매체로 꼽았지만, 50 (73.7%)와 60  

이상(93.2%)은 TV를 필수 매체로 선택하 다. 

가정에서 가장 보편 인 매체로는 TV(96.9%)

와 데스크톱 PC(74.0%)으로 나타났으며, 미

디어 이용의 이동화  개인화되면서 휴 화

(94.5%)와 스마트폰(68.8%)의 보유율도 높게 

나왔다. 이용 시간으로 TV 시청 시간은 하루 평

균 3시간 14분으로 다른 매체와 비교해 압도

으로 많았으며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1시간 44

분, PC와 노트북은 1시간 38분, 태 릿 P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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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8분, 라디오 1시간 5분, 신문 30분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보기기 이용  정보검색 활성화를 해서 

이재  외(2009)는 고령층 사회참여활동 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 는데, 첫째, 고령층 디

지털 콘텐츠  서비스(취미, 음악감상, 건강

리, 재취업  경제활동, 학습  자기개발, 노후 

자 리 등)의 개발과 고령층을 한 IPTV 

사업을 제시하 으며, 둘째, 인터넷 환경 공  

 고령층 구인/구직 DB 구축 서비스 사업, 자

원 사 통합 정보 사이트 운 , 고령층의 다양

한 경험과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 체계화하여 공

유 운 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과 셋째, 고령층 

정보문화센터 사업을 통해 여가 복지시설에서 

정보기기  교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과 

고령층 사회문화 활동 커뮤니티 지원  정보화 

역기능을 해소하는 고령층 정보활동 보호 사업

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 다. 

한편, 해외에서 수행한 최근 선행연구의 로 

Kiel(2005)은 고령층의 인터넷과 자메일 사용

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그리고 Chaudhuri 

등(2013)은 고령층의 건강정보 탐색 시 어떤 

정보원을 사용하는지, 그들의 정보요구는 무엇

인지, 그들이 찾는 정보는 얼마나 신뢰하고 만

족하는지, 그리고 정보를 획득하는데 어떤 어

려움이 있는지에 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상 범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면 면 설문조사로써 경북

학교 정보격차연구사업단 연구원들이 구

역시 1곳, 경북지역의 ·소도시 3곳, 군 단  

3곳  경남지역 군단  1곳으로 총 8곳의 지역

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상으로 교

육 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 복지 기 을 선

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다. 구 인근 지역

인 경북 고령군과 성주군의 경우는 기 들과의 

이 어려워 계기 에 문의한 결과, 설문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담당자의 설명

으로 선정지역에서 제외하 으며, 군 군과 의

성군 지역의 경우에는 설문활동 기 과의 거리

상의 문제로 제외하 다. 그래서 그  가장 근

한 곳에 치한 창녕군을 추가 지역으로 선

정하 다.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설문을 실시하여 

총 490부를 회수하 고, 수집된 설문자료  응

답에 부 한 결측치 응답 자료 119부를 제외

한 371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설문 상자가 고령자임을 고려하여 면 면 

설문조사를 하 으나 응답자 에는 설문 내용 

 용어를 완 히 이해하지 못하여 설문 도

에 몇 개의 항목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119부의 결측치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 방법은 IBM SPSS 21.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통계분석 로그

램을 사용하여 정보기기의 보유 황, 성별에 

따른 행복감, 정보기기 사용, 정보유형별 정보

검색으로 변수를 나 어, 각각의 변수가 고령

층 삶의 행복감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빈

도분석, 다 회귀분석,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하

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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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설계

문헌 연구를 기 로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설계하 다. 

첫째, 정보활동은 포 으로 해석하여 정보

기기 사용수 과 정보검색 시간을 포함시켰다. 

둘째, 정보기기의 종류는 개인용 컴퓨터, 노

트북, TV, 화기, 휴 폰, 스마트폰, 아이패드

로 나 었고, 정보기기의 사용수 은 설문 상

자인 고령층들이 설문 내용에 해 개인별로 

느끼는 사용수  능력으로 고 , , , 사

용불가로 구분하 다. 이때 고 은 어려움 없

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 으로, 은 

능숙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

는 수 으로, 은 사용하는 법을 충알고 

있으나 어렵게 느껴지는 정도의 수 으로 정의

하 다. 

셋째, 정보검색 활동은 업무정보, 오락정보, 

융정보, 교육정보, 문화 술정보, 사회활동정

보의 유형으로 나 었다. 이때 업무정보는 자

신의 직업, 부업 등과 련된 업무(구직활동 포

함)나 학업 용도로 정보검색하는 것으로 정의

하 고, 융정보는 인터넷 뱅킹, 공과  납부 

등의 융 서비스 등과 련된 정보검색으로 정

의하 으며, 교육정보는 학업과 련된 정보검

색으로, 문화 술정보는 각종 여가  취미생활

과 련된 것으로, 사회활동정보는 지역모임, 지

역공동체, 시민단체 활동, 정치활동, 정당활동 

등 지역사회정치 참여를 목 으로 정보를 검색

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정보검색 시간은 하루

에 몇 시간 정도 해당 정보활동 유형을 검색하

는가를 측정하 다. 

넷째, 고령층의 삶의 행복감은 매우 높음, 조  

높음, 보통, 조  낮음, 매우 낮음의 5  Likert 

척도로 측정하 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고령층의 삶의 행복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t-검정을 이용하여 평균

차이분석을 실시하 다. 

여섯째, 어떤 정보기기의 사용수 이 고령층

의 삶의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지 악하고자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일곱째, 어떤 정보검색 시간이 고령층의 삶

의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지 악하고자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여덟째, 분석에서 체 응답자에 한 분석

과 더불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악하

고자 두 집단으로 나 어 다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앞서 언 한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을 요약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분석 변수

고령층 성별에 따른 삶의 행복감 평균차이

분석: t-검정

종속변수: 삶의 행복감

독립변수: 남성, 여성

정보기기 사용수 에 따른 고령층(남성, 

여성)의 삶의 행복감: 다 회귀분석

종속변수: 삶의 행복감

독립변수: 컴퓨터 사용수 , TV 사용수 , 화 사용수 , 휴 폰의 사용수

정보검색 시간에 따른 고령층(남성, 여성)

의 삶의 행복감: 다 회귀분석

종속변수: 삶의 행복감

독립변수: 업무정보검색시간, 융정보검색시간, 교육정보검색시간, 사회활동

정보검색시간

<표 1> 연구 설계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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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분석

4.1 표본의 인구 통계  특징  정보기기 

보유 황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 371명의 인

구 통계  특징은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41.8%, 여성이 58.2%

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았고, 연령 를 보면 

70세-74세가 3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로 75세-79세 24.8%, 65세-69세 21.0%, 80세 

이상 11.1%, 그리고 65세 미만이 10.5%로 나

타났다. 최종학력(교육수 )의 경우 등학교 

졸업 이하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졸업(고등학교 퇴 포함)이 29.6%, 고등학교 

졸업( 학교 퇴 포함)이 24.0%, 학교 졸업

( 문  포함)이 9.7%로 교육수 이 높아질수

록 표본 비율이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 

지역을 보면 구 역시 37.2%이며 경상북도 

지역인 구미 16.7%, 경산 11.1%, 김천 10.2%, 

청도 4.3%, 칠곡 9.7%, 경상남도 지역의 창녕

에서는 10.8%로 나타났다.

경제 상태를 보면 ‘ ’이 53.1%로 가장 많았

으며, ‘ 하’ 22.9%, ‘하’ 15.9%, ‘ 상’ 7.0%, ‘상’ 

변수 분류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55 41.8

여성 216 58.2

연령

60세 - 64세 39 10.5

65세 - 69세 78 21.0

70세 - 74세 121 32.6

75세 - 79세 92 24.8

80세 이상 41 11.1

최종학력

(교육수 )

등학교 졸업 이하 136 36.7

학교 졸업 (고등학교 퇴 포함) 110 29.6

고등학교 졸업 ( 학교 퇴 포함) 89 24.0

학교 졸업 ( 문  포함) 36 9.7

거주지역

구 역시 138 37.2

경상북도 구미시 62 16.7

경상북도 경산시 41 11.1

경상북도 김천시 38 10.2

경상북도 청도군 16 4.3

경상북도 칠곡군 36 9.7

경상남도 창녕군 40 10.8

경제상태

하 59 15.9

하 85 22.9

197 53.1

상 26 7.0

상 4 1.1

<표 2> 응답자의 인구 통계  특성 (N=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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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정보 근 수단은 정보기기 보유 여

부를 통해 간 으로 악할 수 있다. <표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기기 보유율을 살펴보면 TV(89.2%), 화기

(84.6%), 휴 폰(77.1%), 컴퓨터(41.8%), 스마

트폰(10.2%), 노트북(6.7%), 아이패드(0.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생활에서 고령층들은 

주로 TV, 화기, 휴 폰, 컴퓨터의 정보기기

를 통해 정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의 2012 정보격차지

수  실태조사 보고서( 국 인 설문 조사)에

서 고령층의 데스크탑 컴퓨터의 보유율은 60

는 70.7%, 70  이상은 51.1%이며, 노트북 보

유율은 60 는 12.0%, 70  이상은 5.6%이었

다. 고령층의 무선인터넷 기기 보유율  화

(스마트폰 제외)는 60  77.6%, 70세 이상은 

78.9%이었으며, 스마트폰 보유율은 60  15.1%, 

70  이상은 1.3%으로, 넷북 보유율은 60  

8.5%, 70  이상은 1.6%, 기타기기(PMP, 게

임기, MP3 등) 보유율에서 60 는 0.5%, 70  

이상은 0.0%, 스마트패드(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 보유율에서 60  0.5%, 70  이상은 0.0%

으로 실태조사 보고서 결과를 보았을 때 구 

 구 인근지역 고령층의 정보기기 보유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김민철(2013)은 가구 내 텔 비  보유 

황(2012년 기 )으로 한  이상 보유한 가구

의 비율은 96.7%, 가구 당 평균 텔 비  보유

수는 1.3 로 집계되었다고 보고하 다. 이

와 같은 결과를 보았을 때 텔 비 은 부분

의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성별에 따른 고령층의 삶의 행복감 

차이분석1)

고령층들이 성별에 따라 삶의 행복감에 차이

를 보이는지 비교분석하기 해 t-검정 이용하

여 평균차이분석을 하 다. <표 4>에서 보는 바

와 같이 Leven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25가 나와 등분산 가설이 기각되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으로 나타나 남성 고령층과 여

정보기기명
보유 미보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컴퓨터 155 41.8 216 58.2

노트북 25 6.7 346 93.3

TV 331 89.2 40 10.8

화 314 84.6 57 15.4

휴 폰 286 77.1 85 22.9

스마트폰 38 10.2 333 89.8

아이패드 2 0.5 369 99.5

<표 3> 응답자의 정보기기 보유 황 (N= 371)

 1) 성별뿐 만 아니라 거주지역, 소득, 학력, 건강상태, 연령에 따른 삶의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 소득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상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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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 오차

등분산이

가정되지않음
5.05 .025 -3.09 343.21 .002 -.288 .093

<표 4> 응답자 성별에 따른 고령층의 삶의 행복감 t-검정 

성별 N 평균 표 편차 평균의 표 오차

남자 155 3.19 .861 .069

여자 216 3.48 .915 .062

<표 5> 응답자 성별에 따른 고령층의 삶의 행복감 평균 

성 고령층이 스스로 지각하는 삶의 행복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표 5>에

서와 같이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삶의 행복감

은 여성 고령층(3.48)이 남성 고령층(3.19)보

다 통계  유의한 수 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삶의 행복감은 5  Likert 척도로 

응답자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를 설문 

응답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측정하 다. 

4.3 정보기기 사용수 에 따른 고령층의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향 분석

이 연구에서는 고령층이 주로 사용하는 정보

기기인 컴퓨터, TV, 화, 휴 폰의 사용수 을 

독립변수로 하고 삶의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하

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삶의행복감
컴퓨터사용수준사용수준
전화사용수준휴대폰사용수준

모형의 반 인 유의성을 검정하기 해 <표 

6>에서와 같이 F-검정을 실시하 으며, 유의확

률이 .002로 설정된 회귀모형의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추정된 회귀계수에 한 정보는 <표 7>

에 제시하 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  유의성 검

정결과, 컴퓨터 사용수 과 휴 폰 사용수 은 

삶의 행복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TV 사용수 과 화 사용수 이 높을수록 고

령층은 삶의 행복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7>을 요약하여 고령층 체의 정보기기 

사용수 에 따른 삶의 행복감에 한 추정된 

회귀식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13.261 4 3.315 4.208 .002

잔차 288.340 366 .788 　 　

합계 301.601 370 　 　 　

<표 6> 다 회귀모형의 유의성 검정(독립변수: 정보기기 사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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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2.847 .168 　 16.926 .000

컴퓨터사용수 -.006 .050 -.007 -.128 .898

TV사용수 .122 .059 .132 2.063 .040

화사용수 .116 .053 .140 2.184 .030

휴 폰사용수 -.062 .057 -.067 -1.078 .282

<표 7> 추정된 회귀계수(독립변수: 정보기기 사용수 ) 

삶의행복감 고령층전체
 컴퓨터사용수준사용수준
전화사용수준휴대폰사용수준

  (F= 4.208, p-value = .002)

한 남성 고령층과 여성 고령층 사이에 정

보기기 사용수 이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향

이 다른지 검정하기 해 남성과 여성 집단 각

각에 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

과, 남성 고령층에 한 회귀모형은 유의확률 

.005로 유의수  .01에서 유의하 으며 추정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삶의행복감 남성고령층
 컴퓨터사용수준사용수준
전화사용수준휴대폰사용수준

  (F= 3.831, p-value = .005)

여성 고령층에 한 회귀모형은 유의확률 .013

으로 유의수  .05에서 유의하 으며 추정된 회

귀식은 다음과 같다.

삶의행복감 여성고령층
 컴퓨터사용수준사용수준
전화사용수준휴대폰사용수준

  (F= 3.262, p-value = .013)

두 추정된 회귀식을 요약하면, 남성 고령층

의 경우 컴퓨터 사용수 과 화기 사용수 이 

높을수록 삶의 행복감에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고령층의 경우 TV

사용수 이 높을수록 삶의 행복감에 정(+)의 

향을 미치지만 휴 폰 사용수 이 높을수록 

삶의 행복감에는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남성고령층은 컴퓨터의 사용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반면 여성고령층은 아직

까지도 TV시청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4.4 정보검색시간에 따른 고령층의 삶의 행복

감에 미치는 향 분석

각 정보검색 활동유형에 따른 정보검색 시간

을 독립변수로 하고 삶의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고령층은 정보

검색을 통해 업무정보, 융정보, 교육정보, 사

회활동정보를 주로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행복감
업무정보금융정보
교육정보사회정보

모형의 반 인 유의성을 검정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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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서와 같이 F-검정을 실시하 으며, 

유의확률이 .031로서 설정되어 다 회귀모형

이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추정된 회귀계수에 

한 정보는 <표 9>에 제시되었으며, 각 독립

변수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교육정

보검색은 고령층의 삶의 행복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으며, 업무정보와 사회활동정

보검색은 고령층의 삶의 행복감에 부(-)의 

향을 미치고, 융정보검색은 고령층의 삶의 

행복감에 정(+)의 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를 요약하여 고령층 체의 정보검색 

시간에 따른 삶의 행복감에 한 추정된 회귀

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삶의행복감 고령층전체
 업무정보금융정보
교육정보사회정보

  (F= 2.690, p-value = .031)

남성 고령층과 여성 고령층 사이에 정보검

색 시간이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향에 차이

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해 남성과 여성 집단 

각각에 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남성 고령층에 한 회귀모형만이 유의

확률 .079로 유의수  .1에서 유의하 으며 

여성 고령층에 한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

았다.

삶의행복감 남성고령층
 업무정보금융정보
교육정보사회정보

  (F= 2.140, p-value = .079)

즉, 남성 고령층은 업무정보를 검색하면 할

수록 삶의 행복감이 히 낮아진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으며 업무를 한 정보검색활동은 

삶의 행복감에 부(-)의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8.614 4 2.153 2.690 .031

잔차 292.987 366 .801 　 　

합계 301.601 370 　 　 　

<표 8> 다 회귀모형의 유의성 검정(독립변수: 정보검색 시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3.495 .403 　 8.664 .000

업무정보 -.348 .153 -.124 -2.278 .023

융정보 .414 .170 .136 2.427 .016

교육정보 .040 .144 .015 .280 .780

사회정보 -.197 .109 -.098 -1.805 .072

<표 9> 추정된 회귀계수(독립변수: 정보검색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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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결론

재 우리나라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환

경 개선에 따른 평균 수명 연장과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의 속한 발  속에 삶의 질은 향상

되고 있으나, 고령층은 정보 소외계층에 분류

되어 정보화 수 은 일반국민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층의 정보활동(즉, 정보기

기 사용수 , 정보검색 시간)이 삶의 행복감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구  구 

주변 근교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 상으

로 설문 면  조사한 371부를 사용하 다. 

분석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삶의 행복감 평균차이 분

석에서는 여성 고령층이 남성 고령층에 비해 삶

의 행복감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기기 사용수 에 따른 고령층의 

삶의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 컴퓨터와 휴 폰 

사용은 삶의 행복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

을 미치지 않았지만, TV 사용수 과 화기 

사용수 은 삶의 행복감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남성의 경우, 컴퓨

터 사용수 이 삶의 만족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는, TV 

사용수 은 삶의 행복감에 정 인 향을 미

치지만 휴 폰 사용수 은 부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검색 시간에 따른 고령층의 삶의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 업무정보와 사회활동정

보의 검색은 그들의 삶의 행복감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만, 융정보의 검색은 그들의 삶

의 행복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남성 고령층의 경우는 업무 련 

정보검색은 그들의 삶의 행복감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근의 편의성만을 추구해서는 고령층

의 정보활동 문제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여 각종 정보기기의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몇몇 

연구결과(Attewell 2001; Faire 2005; Mansell 

2002)와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정보활동이 

고령층 삶의 행복감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토

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연구와 지속 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층의 정보활동이 삶의 행복감

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구․경북 

지역  경남(창녕) 총 8곳의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상으로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 복지 기 을 선정하여 연구 

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체 고령층들을 표할 

수 없다는 근본 인 한계 과 더불어 변인의 

측정에서 정보기기의 사용수 , 경제수 , 건강

상태 등을 응답자의 주 인 평가에 의존했다

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한 고령층의 정보

활동을 정보기기 사용수 과 정보검색 시간으

로만 국한하여 개념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

을 보완함과 동시에 보다 포 인 표본을 

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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