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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의 목 은 고령층의 인터넷 활용과 활용상의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악하는 것이다. 

데이터 수집은 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1:1 설문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총 479부를 회수하여 그  유효한 119부를 SPS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더불어 연령별과 
성별 차이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고령층은 인터넷을 통하여 오락, 지식, 문화 술 콘텐츠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온라인 활동으로는 정보검색, 화/음악 감상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고, 고령층내에
서도 연령과 성별에 따른 다소의 차이가 나타났다. 고령층이 인터넷 활용을 하는데 인지하고 있는 장애 요인으로는 
컴퓨터 기기 사용법의 복잡함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한 이들 자신들의 방안으로는 
컴퓨터 활용교육과 사용법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atterns and barriers of the Internet for the elderly 

adults in Korea. Data was collected through the face to face interview using a questionnaire for 
the residence of Daegu and Kyungsang Buk-Do areas targeted over the 60-years-olds elder adults. 
A total of 119 valid respons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e group differences 
by age and gender using SPSS 18.00. It found that the most of the elder adults access the Internet 
to seek the entertainment contents, the knowledge-related contents, and the cultural and art contents. 
They spend most of the Internet online session to do searching information and enjoying movie and 
music. However, there were age differences and gender differences within the subjects. The complexity 
of computer and the Internet usage is one of the barriers for the Internet access, and they suggest 
that a customized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of computer literacy for the elderly adults would 
be the ways of resolve those ob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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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는 정보 기술의 속한 발  속에

서 개인들은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

와 지식을 교환하면서 삶의 변화가 과거에 비

해 신  수 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고

령층은 청장년층에 비해 정보화 교육에 노출될 

기회가 다소 고, 학습의 이해와 속도 차원에

서도 느려 이러한 환경 변화에서 소외되는 계

층으로 락되고 있다. 

정보화 지수는 한 국가의 정보 인 라, 환경, 

활용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인데, 우리

나라는 이 정보화 지수를 높이기 해 다양한 정

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서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Digital Divide)’ 

문제가 많은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 정보 격차

는 소득별, 지역별, 교육수 별, 국가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된다. 우리나라

의 경우 일반 국민에 비해 정보화 수 이 낮은 

정보소외 계층은 고령층, 소득층, 농어민 등이 

포함되어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이러

한 상이 우리나라에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것

은 세계 으로 가장 빠른 인터넷 문화의 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보화 교육에 노출도

가 상 으로 취약한 계층이 고령화되면서 이

들이 정보 격차의 핵심 계층으로 자리 잡게 되었

기 때문으로 단된다. 특히, 최근의 생활 방식

이 격하게 디지털 형식으로 환됨에 따라 미

래에 이들에 한 문제는 더욱 요한 사회  문

제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측된다. 

기존의 산업 사회에서 핵가족화로 기인한 고

령층의 고독이나 소외에 덧붙여 정보화 사회로 

인한 소외감이 가 되는 것은 커다란 사회 문

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 반에 불어오는 변화

와 기술발 에 따른 그늘로 고령층은 정보 격

차로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삶의 질에도 향

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빠

른 고령화 경향은 소득 고령층을 심으로 

양극화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 측하고 있다

(서이종 2007).

지 까지 고령화 상에 비한 많은 논의들

은 주로 고령층의 빈곤, 건강 문제 등을 심으

로 진행되었는데 반해 고령층의 정보활동에 

한 심은 아직 낮은 편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기기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처럼 수용자들 

개인의 욕구와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처럼(이시훈, 성열홍, 손 화 2008), 고령

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보다 세분화하여 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고령층의 정보 격차 해소

를 해서는 정보 격차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무

엇인지 이를 정책 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에 을 두어야 한다. 특히, 고령층의 정보화 

정책은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 인 도움

을 주는 생산  정보활동 심으로 정책의 무게 

심을 옮겨야 할 것이다. 한 고령층의 정보

화 정책은 인터넷의 활용을 제고 방안과 함께 

인터넷의 정보 활용 행태에 을 맞추어야 한

다는 주장도 있다(명승환, 이복자 201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60  이상 고

령층의 인터넷 정보활동 행태를 크게 인터넷 사

용량과 인터넷 속시 사용하는 컴퓨터기기의 

종류, 그리고 인터넷 정보유형별  온라인 정보

활동별로 나 어 분석하고, 이들 계층이 겪고 있

는 인터넷 활용 장애 요인과 그들 스스로가 인식

하고 있는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악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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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그리고 정보활동 장애 요인에 해 알아보

고자 한다. 3장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한 분석을 

제시하고 4장에서는 분석 결과에 한 요약과 

결론에 해 다루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고령화와 정보 격차

우리나라는  세계 으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최  수 의 출산율에 따른 유

년층 인구의 속한 감소와 의학의 발달로 고

령층의 인구가 차 증가하면서 사회 체 으

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고

령화1)의 진행이 얼마나 빠른 가는 유년층 인구 

비 고령층 인구 비율인 고령화 지수로 알 수 있

다. 고령화지수(ageing index)는 14세 이하 인구 

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백분율을 뜻한다. 우

리나라의 고령화 지수는 1995년 추계 24.46%로 

세계 평균치인 19.1%를 상회하여 고령화 사회

로 어들었으며, 2003년 41.3%, 2004년 44.1%, 

2005년 47.3%, 2006년 51.0%, 2007년 55.1%, 

2008년 59.3%, 2009년 63.6%, 2010년 67.7%, 

2011년 72.4%, 2012년 77.7%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 2013). 

정보 격차를 의미하는 ‘Digital Divide’는 New 

York Times의 리스트인 Gary Andrew Pole

이 1995년 School net Programs 련 기사에

서 최 로 언 하 다(김 섭, 김정미 2009). 

OECD(2001a; 2001b)는 정보 격차를 “서로 상

이한 사회   경제  수 에 처한 개인, 가

구, 기업, 지역 사이에서 발생되는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에 한 근성과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활

동 차이”로 정의하고 있다. 한 우리나라는 

‘정보 격차 해소에 한 법률(2001년 제정)’에

서 “경제, 지역, 신체 는 사회, 는 기타 여

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통신 서

비스에 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

이”로 정보 격차를 규정하고 있다. 

고령층의 정보 격차는 정보 기술의 빠른 변

화에 그 원인이 있지만, 고령층의 삶의 환경 변

화에도 상당 부분 원인을 두고 있다. 즉, 정보 

기술의 속도 보다 더 가속화 된 고령화 속도가 

고령층의 정보 격차를 악화시킨다. 재 인터

넷을 이용하지 않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생존 

주기를 감안할 때 최소 20년에서 30년 동안 정

보 소외 계층으로 남을 것으로 측된다. 한 

고령층의 정보 격차는 연령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거주 지역, 신체  요인에 의해 복합 으

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고령층 에서도 정

보 격차가 상 으로 높은 계층일수록 경제

으로 최상  소득층에 속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3년에 발표한 ‘2012 

정보 격차지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령

층의 정보활동과 련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표 1>과 같다. <그림 1>은 정

보 소외 계층(장애인, 소득층, 장노년층, 농

 1)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 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

이 20% 이상을 후기 고령 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고령 사회라고 한다(한국민족문화 백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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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소외 계층의 개인용 컴퓨터기반  모바일 정보화 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국민 비

종합정보화수 2)

장노년층 체 64.2 65.9 67.5 69.2 71.2

50~59세 80.7 83.3 84.6 85.2 87.5

60세 이상 49.8 51.0 53.3 54.3 56.0

인터넷이용률(%) 

장노년층 체 35.6 37.6 39.3 41.1 42.6

50~59세 53.5 55.9 57.6 58.2 59.1

60세 이상 20.0 21.8 24.3 25.2 27.3

인터넷이용률 격차3) 41.5 40.0 39.0 37.2 36.1

정보화교육실 (건수) 25,964 18,691 21,745 21,062 20,303

<표 1> 우리나라 장노년층의 정보 격차 추세

어민) 반에 한 정보화 수 을 나타낸 그림

인데, 종합정보화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

년 그 수 이 차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정보화 

역량과 활용 면에서는 상 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용 컴퓨터 

기반, 장노년층의 일반 국민 비 종합 정보화 

수 을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50-59세 장년층

의 종합 정보화 수 은 일반국민의 87.9%(

년 비 2.3%p 증가)이며 60세 이상 고령층은 

일반 국민의 56.0%( 년 비 1.7%p 증가)로 나

타났다. 한 인터넷 이용률에 있어서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정보화 교육의 증가

와 함께 인터넷 이용률 격차가 어들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장노년층은 여 히 장애

인, 농어민, 소득층과 더불어 정보취약 계층

으로 분류되어 일반 국민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

정이다. 

2.2 선행 연구 개

본 에서는 고령층의 정보 격차와 련된 선

행 연구를 개 하고자 의도하 으나 이 분야에 

 2) 일반국민의 정보화수 을 100으로 가정할 때, 장노년층의 개인용 컴퓨터기반 정보화수 은 정보 근, 정보역량, 정

보활용으로 평가. 격차지수 = 일반국민 정보화수 (100으로 가정) - 일반국민(100) 비 장노년층 정보화수 .

 3) 체국민과 장노년층 간 인터넷 이용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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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행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여서, 

련 연구의 범 를 정보 격차에 한 연구와 정

보활동의 장애 요인에 한 연구로 확 하여 

개 하고자 한다. 

2.2.1 정보 격차에 한 연구

윤충한과 김상식(2011)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과 은 층 

간에 정보의 근  이용에 있어 뚜렷한 차이

를 보이고 있어 사회 ․경제  문제를 야기시

키고 있고, 이러한 정보 격차 상은 정보 기술 

부문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고령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더 분명히 나타날 것이며 빠른 정

보화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을 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 다. 

김문조와 김종길(2002)은 근성, 활용성  

수용성을 이용하여 정보 격차를 설명하 다. 이

들은 정보 격차를 기회 격차, 활용 격차, 수용 

격차로 구분하고, “ 가 정보매체에 더 잘 근

할 수 있는가(기회 격차)”, “ 가 더 많은 정보

를 취득할 수 있는가(활용 격차)”, 그리고 “

가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어떠한 태도로 

근하는지(수용 격차)” 등이 정보 격차의 핵

심 이라고 주장하 다. 특히, 기회 격차는 

근성에 기 한 개념으로 이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경제 수 과 이용자의 하드웨어 조작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한 활용 격차는 이용

자의 문화  소양과 사회 인 정보화 수 에 

의해 결정되는 개념으로 정보 기술의 양  이

용이 아니라 정보 기술 이용의 질  특성인 이

용 정보의 범 와 폭에 의해 결정된다. 마지막

으로 수용 격차는, 정보에 한 다양한 활용을 

넘어 그것을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향유

할 수 있는가에 련되어 있다.

Chinn과 Fairlie(2004)는 경제, 사회, 인구, 인

라 련 변수를 이용하여 국가별 컴퓨터  

인터넷 이용률 격차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 는

데, 소득이 국가 간 정보 격차의 주요 요인임을 

주장하 다. Dewan과 Riggins(2005)는 설문 

데이터를 통해 연령, 소득, 성별 등 개인 인 특

성에 따라 정보의 이용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

하 는데 그들의 연구에서 소득이 정보 격차의 

가장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기술의 도입단계별로 정보 격차의 형태

도 변화한다. 새로운 정보 기술이 출 한 도입

기에는 근 가능자와 불가능자 간 정보 격차

가 가장 요하지만, 확산기에 어들면, 근 

가능자 사이에 발생하는 정보의 질  격차가 

요한 문제로 두된다(Barzilai-Nahon 2006; 

Hargittai 2002; Hargittai and Hinnant 2008). 

정보 기술의 도입기의 정보 격차는 양 측면의 

차이를 의미하고, 확산기의 정보 격차는 질  측

면의 차이를 의미하게 된다(Hargittai 2002).

노용환과 유경원(2006)은 국가 간 패  자료

를 이용하여 정보 격차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

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인구통계  요인  연

령, 학력 등에 의한 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러한 정보 격차가 경제 성

장을 해시킨다는 실증 증거를 제시하 다. 한

편 김문조와 김종길(2002)은 정보 기술이 어느 

정도 보 된 상황에서 정보 격차의 은 정보 

기술의 이용 능력 보다는 어떠한 정보를 활용하

기 해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가로 이동하게 된

다고 밝혔다. 

도서  정책 수립에서 필요한 정보 소외계층

에 한 명확한 정의와 그들의 속성과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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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다 구체 이고 심층 인 이해를 제공한 

연구(윤정옥, 곽동철, 심경 2012), 공공 도서

의 노인 서비스 정책 개발에 을 두고 공공 

도서 과 련된 국내외의 정책이나 지침을 조

사 분석한 연구(김선호 2002), 공공 도서 의 

노인용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디자

인 요소와 상세 내용을 조사 분석한 연구(김선

호 2003), 도서 이 장애인과 생활보호 상자, 

노인, 해외이주노동자, 새터민, 결혼이민자 등

의 각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 서비스 제공

을 강조한 연구(남  2007), 공공 도서 에서

의 노인 이용자 서비스 방안이나 교육 로그램

에 련된 연구(김미  2010; 송지인 2008; 이

진경 2007) 등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

의 역할과 련해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고령층에 한 정보 격차 해소를 한 방안에 

해서 논의되기 시작하 다. 

2.2.2 정보활동의 장애 요인에 한 연구

Lievrouw와 Farb(2003)는 해당 당사자의 정

보에 한 동기와 심에 따라 정보 기술의 수

용과 항 정도가 결정되어지며, 정보 기술 이

용자의 자주  학습과 노력에 따라 메시지 해

석 능력이 달라진다고 주장하 다. 특히 이들

은 사회․경제  조건과 인구통계학  요인이 

정보활동의 장애 결정에서 가장 요한 변인으

로 작용한다고 주장하 다.

Czaja와 Sharit(1998)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기 로 정보 기술 특히 개인용 컴퓨터 활용에 

있어서 연령이 미치는 향이 유의하지 않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추가  분

석 과정에서 연령별로 표본을 분할하여 분석하

는 경우에 개인용 컴퓨터에 한 편안함이나 

효율성, 그리고 통제력에 있어서 고령층이 은

층에 비하여 유의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들은 개인용 컴퓨터에 한 이용자의 경

험이 증 될수록 정보 기술에 한 항이 낮다

는 실증 증거를 제시하 다. 

정보 기술의 수용과 장애에서 사용자의 연령

은 매우 요한 변수가 된다(Hawthorn 2000; 

Oyelaran-Oyeyinka and Adeya 2003; Slone 

2003). 그 기 때문에 고령층이 개인용 컴퓨터 

기반 기술을 활용하는 데에는 다양한 장애 요

인들이 존재한다. 를 들어, Selwyn 등(2003)

의 연구는 정보 기술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 기

술에 해 거부감 는 항감을 느끼는 가장 

큰 요인으로 연령의 요성을 주장하고, 특히 

고령층이 최신 정보 기술에 해 활용하거나 

사용에 항감을 느끼는 큰 이유로 자신의 삶

과 해당 정보 기술이 주는 혜택 사이에 아무런 

연 성이 없을 것 같다는 고령층의 인식이 

요 원인임을 주장하 다. 

그러나 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Kubeck 등

(1999)의 연구는 고령층이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 기술을 경험한 후 은 세 만큼이나 이러

한 기술 수용에 해 정 인 반응 보인다는 

실증 증거를 제시하 고, 유사하게 Morrell 등

(2000)의 연구도 모든 계층의 연령 에서 정보 

기술 이용자들이 정보 기술의 수용에 심을 갖

는다는 연구 결과도 인터넷 사용 방법을 배우는

데 많은 심을 보인다고 주장하 다. 

한 일부 연구는 개인용 컴퓨터 기반 정보 

기술에 해 고령층이 청․장년층 보다 상

으로 신체 인 능력 즉, 감각 능력, 근력, 유연

성, 운동 기능,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 등에 있어 

히 하된 특성 때문에 새로운 정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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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 다

(Arthur 1999; Wendy 1997).

 고령층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에 한 거부

감과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이 늦고 어

렵다는 을 감안할 때, 고령층 개인에게 정보 

기술 즉, 컴퓨터 사용에 한 지식  기술의 

습득을 떠맡기기엔 역부족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경우, 비 리단체가 운 하는 노인 

용 네트워크인 SeniorNet가 1986년부터 노인

들에게 컴퓨터 사용에 한 교육을 시작했으며 

미국 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

역별 정보화교육 기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보사회 참여를 극 유도하는 한편 세 ㆍ계

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한 재택 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문부성은 생애 학습 진흥을 한 기

반을 정비하고, 학교 교육 기 을 개방하여 다

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수학원

개설사업’, ‘고령자사회참여 진종합사업’ 등의 

고령자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 결과 분석 

3.1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표본은 구와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60 와 70  고령층을 상으로 한정하 다. 

구 역시의 경우는 구 단 로, 경상북도의 경우

는 구와 시단 로 나 었고, 무작 로 선정한 후 

노인정과 고령층 정보교육 기 을 직  방문하

여 데이터를 수집하 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  일반사항과 인터넷 

사용량과 사용 컴퓨터기기에 한 문항, 컴퓨

터기기 활용능력에 한 문항, 인터넷 정보유

형별 활용에 한 문항, 인터넷 온라인 정보활

동에 한 문항, 인터넷 정보활동 장애요인 조

사항목, 그리고 인터넷활동 장애요인 해결방안

에 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통계학  일반사항으로는 연령, 성별, 최

종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 거주지역에 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인터넷 사용량은 하루 사

용량으로 측정하 고, 사용 컴퓨터기기는 데스

크 탑과 노트북으로 나 었다. 컴퓨터기기 활

용능력은 사용못함, 보, , 고 의 4

가지 수 으로 나 었다. 인터넷 정보유형으로

는 업무, 오락, 융, 교육, 지식, 문화 술, 사화

활동 콘텐츠로 나 었고, 인터넷 온라인 정보

활동은 정보검색, 자우편, 온라인 채 , 온라

인 카페, 온라인 뱅킹, 온라인 쇼핑, 온라인 게

임, 온라인 교육, 화/음악 감상, 그리고 자

행정 활동으로 구분하 다. 인터넷 정보활동 

장애요인 조사항목은 사  문헌조사를 바탕으

로 컴퓨터 사용법의 어려움, 컴퓨터 미보유, 컴

퓨터 활용능력 부족, 인터넷 활용능력 부족, 유

용한 정보의 부족, 컴퓨터 사용 환경의 제약, 신

체  장애, 정보화 역기능 등으로 구분하 다. 

그리고 인터넷활동 장애요인 해결방안에 한 

항목으로는 고령층 상의 컴퓨터 활용 교육, 

고령층 상의 인터넷 사용 교육, 고령층에 

합한 사용법 개선, 컴퓨터 무상/ 가 보 , 인

터넷 사용 환경 개선, 고령층 맞춤형 정보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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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에 합한 기기개발, 보안이 강화된 정호

환경 구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발 으로 설문

에 응한 고령층을 상으로 1:1 면 방식으로 

2013년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 설문을 진행한 

결과 총 479부를 회수하 다. 이 에서 불성실

한 응답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응답을 제외한 119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사

용하 다. 자료 분석은 응답자 체뿐만 아니라 

연령별(60 , 70 ), 그리고 성별(남성, 여성)

에 따라 기술통계인 빈도 분석과 더불어 집단 

간 비교 분석을 하여 SPSS 18.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로그램을 

사용하 다. 

한편 자료 수집에서의 한계 으로 표본 추출

과 유효 응답자 수의 측면을 들 수 있다. 즉, 표

본 추출과정에서 보다 통계 인 근거를 바탕으

로 이루어지지 못한 과 체 응답지 에서 

유효한 응답지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참고로 본 연구의 모집단인 구 역시의 

2012년 인구통계에서 60세 이상 80세 미만의 

비율은 체인구의 약 14.2% 고, 경상북도의 

2011년 인구통계에서 해당 연령층의 경우는 약

18%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2>와 

<표 3>과 같다. 

3.2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4>와 같다. 먼 , 연령별 분포를 보

면, 60 가 44.5%(53명), 70 가 55.5%(66명)

를 차지하 다. 성별은 남자가 46.2%(55명), 

여자가 53.8%(64명)를 차지하 다. 학력별 분

포를 보면, 등학교 졸업 이하가 15.1%(18

명), 졸이 31.1%(37명), 고졸이 32.8%(39명), 

졸이 21%(25명)를 차지하 다. 경제 상태에

서는 ‘ ’이 표본의 50%이상 차지하 으며 건강 

연령 체 비율 남성 비율 여성 비율

60 ~ 64 127,718 5.10 61,288 4.91 66,430 5.29 

65 ~ 69  89,825 3.58 41,231 3.30 48,594 3.87 

70 ~ 74  83,681 3.34 36,065 2.89 47,616 3.79 

75 ~ 79  54,550 2.18 21,207 1.70 33,343 2.65 

<표 2> 구 역시 60세 이상 80세 미만 고령층 인구(2012년 기 )

연령 체 비율 남성 비율 여성 비율

60 ~ 64 146,336 5.4 72,382 5.3 73,954 5.5 

65 ~ 69 122,534 4.5 55,201 4.1 67,333 5.0 

70 ~ 74 124,112 4.6 51,673 3.8 72,439 5.4 

75 ~ 79  93,583 3.5 35,179 2.6 58,404 4.3 

<표 3> 경상북도 60세 이상 80세 미만 고령층 인구(2011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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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분류　 빈도 퍼센트(%)

연령
60 53 44.5

70 66 55.5

성별
남자 55 46.2

여자 64 53.8

최종학력

등졸 이하 18 15.1

졸 37 31.1

고졸 39 32.8

졸 25 21.0

경제상태

하 15 12.6

하 28 23.5

64 53.8

상 10 8.4

상 2 1.7

건강상태

건강하지못함 2 1.7

건강하지못함 19 16.0

그  그 다 47 39.5

건강한편 44 37.0

매우건강 7 5.9

거주지역

구 41 34.5

구미 18 15.1

경산 9 7.6

김천 25 21.0

창녕 14 11.8

청도 10 8.4

칠곡 2 1.7

<표 4>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  특성 

상태에서는 보통이거나 건강한 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주 지역은 구가 34.5%로 가장 

많았고, 김천이 21%로 그 뒤를 이었다. 

3.3 결과 분석

3.3.1 고령층의 인터넷 사용량과 사용 컴퓨터 

기기 분석 

본 에서는 고령층을 성별로 구분하여 이들

의 인터넷 속 시 사용하는 컴퓨터 기기의 종

류와 하루 사용량을 비교 분석하 다. <표 5>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 고령층은 데스크 탑을 

통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양은 하루에 0시간

은 1.8%, 1시간 미만은 43.6%, 1시간에서 2시간 

미만은 30.9%, 2시간에서 3시간 미만은 10.9%, 

3시간 이상은 12.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

트북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하는 양은 하루에 0시

간이 가장 많은 87.3%, 1시간 미만은 9.1%, 1시

간에서 2시간 미만은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남성 고령층은 주로 노트북 보다는 

데스크 탑을 이용하여 부분 인터넷을 하루에 

2시간 미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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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고령층
노트북 사용량

체
0시간 0-1시간 1-2시간 2-3시간 3시간 이상

데

스

크

탑

사

용

량

0시간
0 0 1 0 0 1

(0%) (0%) (1.8%) (0%) (0%) (1.8%)

0-1시간
23 1 0 0 0 24

(41.8%) (1.8%) (0%) (0%) (0%) (43.6%)

1-2시간
14 2 1 0 0 17

(25.5%) (3.6%) (1.8%) (0%) (0%) (30.9%)

2-3시간
5 1 0 0 0 6

(9.1%) (1.8%) (0%) (0%) (0%) (10.9%)

3시간 이상
6 1 0 0 0 7

(10.9%) (1.8%) (0%) (0%) (0%) (12.7%)

체
48 5 2 0 0 55

(87.3%) (9.1%) (3.6%) (0%) (0%) (100%)

<표 5> 남성 고령층의 인터넷 속시 사용하는 컴퓨터 기기 종류  하루 사용량

여성 고령층
노트북 사용량

체
0시간 0-1시간 1-2시간 2-3시간 3시간 이상

데

스

크

탑

사

용

량

0시간
0 1 0 1 1 3

(0%) (1.6%) (0%) (1.6%) (1.6%) (4.7%)

0-1시간
30 2 0 0 0 32

(46.9%) (3.1%) (0%) (0%) (0%) (50.0%)

1-2시간
15 0 0 0 0 15

(23.4%) (0%) (0%) (0%) (0%) (23.4%)

2-3시간
6 0 0 0 0 6

(9.4%) (0%) (0%) (0%) (0%) (9.4%)

3시간 이상
5 2 0 1 0 8

(7.8%) (3.1%) (0%) (1.6%) (0%) (12.5%)

체
56 5 0 2 1 64

(87.5%) (7.8%) (0%) (3.1%) (1.6%) (100%)

<표 6> 여성 고령층의 인터넷 속시 사용하는 컴퓨터 기기 종류  하루 사용량

한편 여성 고령층은 데스크 탑을 통하여 인

터넷을 사용하는 양은 하루에 0시간은 4.7%, 1시

간미만은 50.0%, 1시간에서 2시간 미만은 

23.4%, 2시간에서 3시간 미만은 9.4%, 3시간 

이상은 12.5%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면에 노트북을 통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양은 

하루에 0시간은 87.5%, 1시간 미만은 7.8%, 2시

간에서 3시간 미만은 3.1%, 3시간 이상은 1.6%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여성 고

령층 역시 남성 고령층과 마찬가지로 주로 노트

북 보다는 데스크 탑을 이용하여 부분 인터넷

을 하루에 2시간 미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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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고령층의 컴퓨터 기기 활용 능력 

남성 고령층의 컴퓨터 기기(데스크 탑, 노트

북) 활용 능력을 분석한 결과, 데스크 탑 활용 

능력의 경우 은 36.3%, 은 49.1%, 고

은 14.5%로 나타났고, 노트북 활용 능력의 경

우 은 74.%, 은 23.6%, 고 은 1.8%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여성 고령층의 컴퓨터 기기(데스크 탑, 노트

북) 활용 능력을 분석한 결과, 데스크 탑 활용 

능력의 경우 은 45.4%, 은 45.3%, 고

은 9.4%로 나타났고, 노트북 활용 능력의 경

우 은 85.9%, 은 10.9%, 고 은 3.1%

로 각각 나타났다(<표 8> 참조). 

고령층 체의 컴퓨터 기기(데스크 탑, 노트

북) 활용 능력을 분석한 결과, 데스크 탑 활용 

능력의 경우 은 59%, 은 33%, 고 은 

8%로 나타났고, 노트북 활용능력의 경우 

은 75%, 은 6%, 고 은 19%로 각각 나타

났다(<표 9> 참조). 이 결과는 앞서 살펴본 한

국정보화진흥원의 실태 조사 결과에서 보여  

바와 같이 고령층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미흡

하다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표 5>에서 <표 9>에 제시한 기술  통계와

는 달리, 남성과 여성 고령층의 컴퓨터 기기(데

스크 탑, 노트북) 사용량과 컴퓨터 기기(데스

크 탑, 노트북) 활용 능력에 두 집단 간 차이를 

남성 고령층
노트북 활용 능력

체
고

데스크 탑

활용 능력

19 1 0 20

(34.5%) (1.8%) (0%) (36.3%)

17 10 0 27

(31.9%) (18.2%) (0%) (49.1%)

고
5 2 1 8

(9.1%) (3.6%) (1.8%) (14.5%)

체
41 13 1 55

(74.5%) (23.6%) (1.8%) (100%)

<표 7> 남성 고령층의 컴퓨터 기기(데스크 탑, 노트북) 활용 능력

여성 고령층
노트북 활용 능력

체
고

데스크 탑

활용 능력

27 1 1 29

(42.2%) (1.6%) (1.6%) (45.4%)

23 6 0 29

(36%) (9.4%) (0%) (45.3%)

고
5 0 1 6

(7.8%) (0%) (1.6%) (9.4%)

체
55 7 2 64

(85.9%) (10.9%) (3.1%) (100%)

<표 8> 여성 고령층의 컴퓨터 기기(데스크 탑, 노트북) 활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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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체
노트북 활용 능력

체
고

데스크 탑

활용 능력

46 4 20 70

(39%) (3%) (17%) (59%)

37 2 0 39

(31%) (2%) 0% (33%)

고
6 1 3 10

(5%) (1%) (3%) (8%)

체
89 7 23 119

(75%) (6%) (19%) (100%)

<표 9> 고령층 체의 컴퓨터 기기(데스크 탑, 노트북) 활용 능력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 오차

데스크 탑 

사용시간

등분산이

가정됨
.34 .56 .70 117 .48 .14 .20

노트북

사용시간

등분산이

가정됨
1.69 .196 -.61 117 .55 -.07 .12

데스크 탑

활용능력

등분산이 

가정되지않음
3.49 .06 1.83 116.9 .07* .26 .14

노트북

활용능력

등분산이 

가정되지않음
4.45 .03 1.08 108.6 .28 .17 .16

<표 10> 고령층 성별에 따른 인터넷 속을 한 컴퓨터 사용량과 활용 능력 차이 분석

분석한 결과,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데스

크 탑 활용 능력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유의수  0.1)를 보 다. 남성 고령층과 여성 

고령층의 데스크 탑 사용량, 노트북 사용량, 그

리고 노트북 활용 능력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데스크 탑 활용 능

력에서는 유의 확률값이 .07으로 유의수  0.1

에서 ‘남성 고령층과 여성 고령층 간에 데스크 

탑 활용 능력에서 평균차이가 있다’는 립가

설이 기각되지 못하 다. 즉, 남성 고령층이 여

성 고령층보다 데스크 탑 활용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3 고령층의 인터넷 정보 유형별 활용 분석 

고령층의 인터넷 정보 유형을 업무, 오락, 

융, 문화 술, 지식, 사회활동 콘텐츠 별로 나

어 분석한 결과, <표 11>에서와 같이 반 으

로 고령층은 인터넷을 통하여 오락콘텐츠, 지식

콘텐츠, 문화 술콘텐츠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령층을 연령층별로 60  고령층과 70

 고령층 두 집단으로 나 어 이들 간의 인터

넷 정보 유형별 활용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

하 다. 그 결과 <표 12>, <표 13>, <표 14>에서 

보는바와 같이 업무콘텐츠, 교육콘텐츠, 지식콘

텐츠 유형에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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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안함 고

업무
빈도 80 14 20 5

% 67.2 11.8 16.8 4.2

오락
빈도 57 34 27 1

% 47.9 28.6 22.7 0.8

융
빈도 89 13 14 3

% 74.8 10.9 11.8 2.5

교육
빈도 76 15 23 5

% 63.9 12.6 19.3 4.2

지식
빈도 50 28 36 5

% 42.0 23.5 30.3 4.2

문화 술
빈도 60 29 28 2

% 50.4 24.4 23.5 1.7

사회활동
빈도 62 22 34 1

% 52.1 18.5 28.6 0.8

<표 11> 체 응답자의 인터넷 정보 유형별 활용 

 
업무콘텐츠

체
Pearson 

카이제곱
유의확률 

활용안함 고

60 32 6 10 5 53

7.15 0.07* 70 48 8 10 0 66

체 80 1 20 5 119

<표 12> 고령층 연령별 인터넷상의 업무 정보 활용 차이분석 

 
교육콘텐츠

체
Pearson 

카이제곱
유의확률 

활용안함 고

60 30 4 12 5 51

7.68 0.05* 70 48 9 11 0 68

체 76 13 23 5 119

<표 13> 고령층 연령별 인터넷상의 교육 정보 활용 차이분석 

 
지식콘텐츠

체
Pearson 

카이제곱
유의확률 

활용안함 고

60 18 10 22 4 54

9.77 0.02** 70 32 19 13 1 65

체 50 29 35 5 119

<표 14> 고령층 연령별 인터넷상의 지식 정보 활용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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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와 70 는 업무콘텐츠와 교육콘텐츠 활용

에서 유의수  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식콘텐츠에서는 유

의수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약하면, 60  고령

층과 70  고령층의 활용은 오락, 융, 문화

술, 사회활동에서는 거의 동일한 활용 수 을 보

지만, 업무, 교육, 그리고 지식 정보유형의 활

용에서는 60  고령층이 70  고령층에 비하여 

그 활용 수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성 고령층과 남성 고령층 두 집단의 

인터넷상 정보 유형별 활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표 15>에 나타난 것처럼 사회활동에서만 유의

수  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남성 고령층이 여성 

고령층보다 인터넷상의 사회활동 정보를 더 많

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정보 유

형(업무, 오락, 융, 교육, 지식, 문화 술)에서

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4 고령층의 인터넷 온라인 정보활동 분석

고령층의 인터넷 온라인 정보활동을 크게 정

보검색, 자우편, 온라인 채 , 인터넷 카페, 

온라인 뱅킹, 온라인 쇼핑, 온라인 게임, 온라인 

교육, 화/음악 감상, 자행정 활동으로 나

어 분석하 다. 반 으로 고령층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검색과 화/음악 감상 활동을 활

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 따른 60 와 70 간의 온라인 정

보활동 차이분석 결과, 온라인 뱅킹 활동에서 

유의수  0.01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온라인 정보활동에서는 

두 집단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 즉, 60  고령층은 70  고령층보

다 인터넷 뱅킹을 더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다른 온라인 정보활동에서는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성별에 따른 여성 고령층과 남성 고령층간의 

온라인 정보활동 차이분석 결과, 정보검색활동

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수  0.05에서 통계

 
사회활동콘텐츠

체
Pearson 

카이제곱
유의확률 

활용안함 고

남성 고령층 23 11 21 0 55

6.37 0.09* 여성 고령층 39 11 13 1 64

체 62 22 34 1 119

<표 15> 고령층 성별에 따른 인터넷상의 사회활동 정보의 활용 차이분석

 
온라인 뱅킹활동

체
Pearson 

카이제곱
유의확률 

활용안함 고

60 40 7 4 2 53

12.203 0.00*** 70 59 0 5 2 66

체 99 7 9 4 119

<표 16> 고령층 연령별에 따른 인터넷 온라인 뱅킹활동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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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

머지 인터넷 온라인 정보활동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남성 고령층이 여성 고령

층보다 정보검색 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

타났고, 다른 온라인 정보활동에서는 두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3.3.5 고령층의 인터넷 정보활동 장애 요인 

 해결 방안 분석 

고령층의 인터넷 정보활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을 빈도 순 에 따라 분석한 결과, 컴퓨터 

사용법이 복잡한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 

미 보유, 컴퓨터 활용 능력 부족이 그 뒤를 이었

다(<표 18> 참조).

 
정보검색활동

체
Pearson 

카이제곱
유의확률 

활용안함 고

남성 고령층 11 14 27 3 55

11.142 0.01**여성 고령층 27 19 14 4 64

체 38 33 41 7 119

<표 17> 고령층 성별에 따른 정보검색 활동 차이분석

정보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연령 성별

체
60 (53명) 70 (66명) 남성(43명) 여성(76명)

1 컴퓨터 사용법복잡 22 24 16 30 46

2 컴퓨터 미 보유 19 24 20 23 43

3 컴퓨터 활용부족 14 22 16 20 36

4 인터넷 활용부족 12 18 15 15 30

5 인터넷 유용정보 부족 11 7 12 6 18

6 컴퓨터사용 환경제약 9 3 8 4 12

7 신체  장애 4 8 7 5 12

8 정보화 역기능 7 1 5 3 8

<표 18> 고령층이 인지하는 인터넷 정보활동 장애 요인(복수 선택) 

고령층이 인지하는 불편사항 해결방안
연령 성별

체
60 (53명) 70 (66명) 남성(43명) 여성(76명)

1 고령층 컴퓨터 활용교육 24 25 28 21 49

2 고령층 인터넷교육 21 24 23 22 45

3 고령층에 합한 사용법개선 17 25 19 23 42

4 컴퓨터 무상/ 가 보 18 18 20 16 36

5 고령층 용 컴퓨터 개발 20 15 18 17 35

6 사용 환경 개선 21 11 18 14 32

7 고령층에게 유용한 정보확충 9 9 12 6 18

8 신체장애에 합한 기기개발 9 6 6 9 15

9 보안강화 정보환경구축 4 8 5 7 12

<표 19> 고령층이 인식하는 인터넷 정보활동 장애 요인 해결 방안(복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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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령층이 제시한 인터넷 정보활동의 장

애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빈도 순 에 

따라 정리하면 <표 19>와 같다. 즉, 고령층은 

고령층 상 컴퓨터  인터넷 교육, 사용법 개

선, 컴퓨터 무상 혹은 가 보 을 통하여 인터

넷 정보활동의 장애 요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요약  결론 

정보통신기술의 발 으로 인해 세계가 디지

털화됨에 따라 개인들은 정보 기기를 통해 정보

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보 기기 이용에 무지한 사람들은 정보 

소외 계층으로 락되어 정보 격차 문제를 야기

해왔다. 정보 격차는 연령별, 성별, 소득 수 별, 

지역별, 교육 수 별 등 다양한 원인에서 야기

될 수 있고, 특히나 연령별에 따라 고령층은 정

보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인터넷 활

용과 인터넷 활용을 해하는 장애 요인과 해

결방안에 한 실태조사를 기술통계와 더불어 

연령층별(60 , 70 )과 성별(남성, 여성)에 따

른 차이분석을 통하여 실시하 다. 인터넷 활용

은 크게 인터넷 사용량과 사용 컴퓨터기기에 

한 분석을 포함하여 컴퓨터기기 활용 능력, 인

터넷 정보 유형별 활용, 인터넷 온라인 정보활

동을 분석하 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고령층의 평균 인터넷 사용

량은 하루 1시간 이하이며, 노트북보다는 데스

크 탑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고령층의 컴퓨터 기기(데스

크 탑, 노트북)의 활용 수 은 수 으로 나

타났다. 연령층 간의 차이분석 결과 60  고령

층이 70  고령층 보다 노트북 활용수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간의 차이분석 결

과 남성 고령층이 여성 고령층보다 데스크 탑 

활용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 고령층은 인터넷을 통하여 주

로 오락, 지식, 문화 술 콘텐츠를 많이 활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 간의 차이분

석 결과 60  고령층이 70  고령층에 비하여 

업무, 교육, 그리고 지식 콘텐츠의 활용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의 차이분석 결과 

남성 고령층이 여성 고령층보다 인터넷상의 사

회활동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나머지 정보 유형(업무, 오락, 융, 교육, 지

식, 문화 술)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우리나라 고령층은 반 으로 인터넷

을 통하여 정보검색과 화/음악 감상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 

간의 차이분석 결과 60  고령층은 70  고령

층보다 인터넷 뱅킹을 더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다른 온라인 정보활동에서는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남성 고령층이 여성 고령층보다 정보

검색 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온라인 정보활동에서는 두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우리나라 고령층이 인터넷 활용을 하

는데 장애 요인을 빈도 순 에 따라 분석한 결

과, 컴퓨터 사용법이 복잡한 이유가 가장 많았

으며, 컴퓨터 미 보유, 컴퓨터 활용 능력 부족이 



고령층의 인터넷 활용  장애 요인 분석  273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이들 고령층이 스스로 인

식하고 있는 인터넷 활용 장애 해결 방안으로는 

컴퓨터  인터넷 활용 교육, 사용법 개선, 컴퓨

터 무상보  등인 것으로 악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령층

은 인터넷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컴퓨터 미보 과 더불어 컴퓨터

와 인터넷 활용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는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고령층 내에서 연령층

별과 성별에 따른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

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이들 고령층은 이

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한 시 한 해결책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교육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 의 주역이지만 아날로그 

세 로서 디지털 시 의 혜택을 제 로 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세  간의 양극화 상이 

더욱 악화되기 에 이들 고령층의 정보 격차

를 해소하기 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를 들어, 앙 정부와 각 지방단체에

서 이루어지는 고령층 정보화 교육은 정보 소외

계층에서 벗어나게 하는 장기 인 안이며 고

령층의 사회 계 착도 증가에도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한 공공도서 을 심으

로 도서  이용교육 로그램은 고령층이 정보

화 사회에 응하여 세  간 연 감이나 새로

운 친교의 기회를 통해 삶을 만족스럽고 안정되

게 보낼 수 있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교육 로그램을 실시하거

나 혹은 새로운 정책방안을 마련할 때 이 연구

의 결과가 기 자료로 활용되어 우리나라 고령

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

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 정보소외 계층에 한 

더 많은 심과 연구가 이어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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