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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로대면활동은줄어들고, 비대면환경이일상이되
면서, 디지털 기술의 사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필요성은 더
욱강조되고있는실정이다[1]. 하지만, 디지털기술사용이익
숙하지 않은 노인인구의 디지털 정보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
고있는실정이다[2]. 선행연구에따르면노인인구의정보취
약성이가장높으며, 디지털소외를가장크게느끼고있다고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진적으로 언택트 시대로 변화하
면서, 더욱 심화되고있다고할수있겠다][3-5]. 하지만, 노인인
구가 급증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노인인구의 디지털 이용에 따른 격차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
다[5]. 디지털기기의활용에취약한집단은정보의격차로삶
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결하는것은우리사회가해결해야할큰과제로강조되고
있다[6]. 특히, 노인인구의경우에는적극적인지원없이는급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7]. 코로나
19 같은비대면상황에서도, 젊은세대들은디지털기기를이

용한 의사소통 및 경제활동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노인인구는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8]. 또한, 디지털격차는
사회, 경제적관계망감소를야기하여, 사회적고립을더욱부
추기게 되며, 이로 인한 위축과 우울이 증가한다[9,10].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으로 전송되고 있으면서, 건강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 속
의디지털격차는노인인구의건강관리에도영향을미친다고
지적하였다[11,12]. 또한 코로나19 이전의료소비자중 11%만
이원격의료시스템을이용하였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46%
의 의료 소비자가 원격의료 시스템을 이용하였다[12,13]. 하
지만, 그 활용 역량이 부족한 노인인구는 더욱 의료 서비스
수혜에서차별받을수밖에없는상태라할수있겠다[14-16].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활성은 가속화 될 예정이며, 생활
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될
것으로예측되고 있다[17]. 하지만, 코로나19시대에노인인구
의디지털기술이용과디지털정보화역량수준에대한연구
는활발히진행되지않고있다. 또한, 노인인구의디지털정보
화 역량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
한 연구가 미흡하다.
1.2 연구 목적

코로나-19시대의노인인구(65세이상)의디지털기술
이용과인식변화및디지털정보화역량수준이삶의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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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에 대해 확인
하고역량이삶의만족도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고자실시되었다. 연구 분석은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의 1150명의 노인인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행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술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디지털정보화역량수준중 PC 사용 역량에서는 60~70%의 대상자가소프트웨어설치및삭제, 인터넷 연결, 웹브
라우저환경설정, 다양한 외장기기연결, 악성코드검사및치료와문서및자료작성을전혀하지못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디지털기기 사용 역량 에서는 40-50%의 대상자가 필요한 앱을 설치하고 이용, 무선 네트워크
설정, 기본적인환경설정, 파일전송, 컴퓨터에이동하거나, 악성코드검사및치료, 문서 및 자료작성에서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상자가 코로나19 이후 정보서비스 이용비율에서는 약 5-20%의 대상자가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사용, 사회관계·정보 공유 서비스 사용, 생활서비스 정보 생산과 공유, 네트워킹
및 사회 참여 항목에서 이용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구의 삶의만족도에 PC 및 모바
일 기기의 사용 역량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노인인구는 코로나19 이후 디지
털 기기 사용이 능숙해 지기를 원하고 있어, 그에 따른 교육 요구도가 상승되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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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대의 노인인구의 디지털 기술
이용과인식의변화를확인하려고한다. 또한, 노인인구의디
지털정보화역량수준을살펴보고, 삶의만족도에미치는영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제공하는 2020
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의 65세 이상노인인구를대상으
로 한 이차 자료 분석이다. 해당 자료는 설문지를 통하여
2020년 9-12월까지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65세이상인
구 1,150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일반적 특성
본연구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은 7문항으로성별은남, 녀
로구분하였으며, 연령은대상자의평균나이로제시하였다. 교
육수준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최종학력을나
타내었으며, 가구구성형태는 1인가구혹은 2인이상다인가
구로 표현하였다. 거주하는 지역 구분으로는 시/군 지역으로,
가구월평균소득(만원), 경제활동여부는예, 아니오로구분
하였다.
2.2.2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
본 연구에서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은 PC 와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PC 이용
능력은 7개 항목으로 cronbach’s α은 .942이었다.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은 7개 항목으로 Cronbach’s alpha는
.925이었다. PC 이용 능력의 항목은 1)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삭제, 2) 인터넷 연결 및 사용, 3) 웹브라우저 환경 설정, 4)
다양한 외장기기 연결 및 이용, 5) 인터넷 통한 파일전송, 6)
악성코드 검사 및 치료, 7) 문서 및 자료 작성으로
구성되었다. 모바일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 항목은 1)
기본적인 환경설정, 2) 무선 네트워크 설정, 3) 파일을
컴퓨터에 이동, 4) 다른 사람에게 파일 전송, 5) 필요한 앱
설치 및 이용, 6) 악성코드 검사 및 치료, 7) 문서 및 자료
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2.2.3 코로나 19로 인한 인터넷 및 정보 서비스 이용 변화
코로나 19 이후 인터넷 이용량 변화 및 코로나 19로 인한
정보서비스이용량변화는 9항목이었으며, Cronbach‘s α는
.837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터넷 이용량 변화는 PC 기준
과 모바일 기준으로 나누어, 코로나 19로 인한 정보 서비스
이용량변화는 1)검색및이메일, 콘텐츠서비스, 2)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서비스, 3)생활 서비스, 4)정보생산 공유, 5)네트
워킹, 6)사회참여, 7)디지털(비대면)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2.2.4 코로나19 이전이후인터넷및모바일기술에대한태도변
화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관련 태도의 변화를
확인하는 항목은 3개이며, Cronbach’s α값은 .847 이었다.
항목은 인터넷/모바일 기술이 1)‘ 삶에 더 중요해 짐’,
2)‘부족하면 사회에 낙오될 것’, 3)‘배울 기회가 많아졌으면

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2.2.5 삶에 대한 만족도
삶에대한만족도는 5개항목으로 Cronbach’s α는 .808 이
었다. 설문 항목은 1)‘내 삶은 내 이상과 가깝다’, 2)‘내 삶의
조건들은 우수하다’, 3)‘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4)‘내가 원하
는중요한것들을얻었다’, 5)’다시살면, 거의아무것도안바
꿀것이다‘였다. 본 연구에서는각대상자의 5개항목의응답
점수(1-5점)의 평균 점수를 삶의 만족도로 활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1,150명 중 여자가 50% 이상이며, 평균 나이는
73.67세, 고등학교 졸업자는 58.5%였다. 2인 이상 가구가
87.4%였으며, 91.2%의 대상자가 ‘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
다. 가구 월 평균 소득은 200-249만원이 13.8%로 가장 큰 비
율을 차지하였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대상자가 74.7%였다. 평
균 삶의 만족도는 2.46점으로 나타났다.
3.2 디지털정보화 역량수준

디지털정보화 역량수준 중 PC 이용 역량에서 60.1%가 소
프트웨어 설치 및삭제를, 62.8%는 인터넷 연결을전혀 하지
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약 70%의대상자는웹환경설정및
다양한외장기기연결및이용, 65%는 인터넷을통한파일전
송, 70%는 악성코드검사및치료와문서및자료작성에어
려움이 있었다.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역량에서는 49.2%가
필요한앱설치및이용을하지못하고, 44.4%는 무선네트워
크설정을할수없었다. 40.9%는 환경설정, 3.5%는파일전송,
60%이상은 파일 이동, 악성코드 검사 및 치료에서, 문서 및
자료작성은 59.5%의 대상자가전혀시행하지못하였다(표1).
[표 1] 디지털정보화 역량수준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PC usage competency

Software install and
uninstall

Strongly disagree 691(60.1)
Disagree 330(28.7)
Agree 118(10.3)
Strongly agree 11(1.0)

Internet connection
and use

Strongly disagree 722(62.8)
Disagree 283(24.6)
Agree 131(11.4)
Strongly agree 14(1.2)

Web browser setting
Strongly disagree 786(68.3)
Disagree 277(24.1)
Agree 75(6.5)
Strongly agree 12(1.0)

Connecting and using 
external devices

Strongly disagree 776(67.5)
Disagree 294(25.6)
Agree 72(6.3)
Strongly agree 8(0.7)

File transfer by
internet

Strongly disagree 748(65.0)
Disagree 258(22.4)
Agree 128(11.1)
Strongly agree 16(1.4)

Malware scan
and treatment

Strongly disagree 809(70.3)
Disagree 268(23.3)
Agree 64(5.6)
Strongly agree 9(0.8)

Writing documents
and materials 

Strongly disagree 812(70.6)
Disagree 245(21.3)
Agree 85(7.4)
Strongly agree 8(0.7)

Average of PC usage ability 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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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코로나19로 인한 인터넷 및 정보 서비스 이용 변화
대상자대부분이코로나 19 이후에 PC(92.8%)와 모바일기
기 80.9%)를 활용한 인터넷 이용량이 비슷하다고 하였다. 코
로나19 이후정보서비스이용은 70~80%의 대상자가모든항
목에서 ‘비슷하다’로 응답하였지만,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사용비율에서약 20%, 사회관계및정보공유서비스
사용에서약 15%의대상자가증가하였다. 생활서비스도사용
이 증가하였다. 대상자의 7%는 정보 생산과 공유 및 네트워
킹에서사회참여항목에서는약 5%의대상자가사용이늘어
났다. 10%정도의 대상자는 디지털 소비가 늘어난 편임을 보
였다.
3.4 코로나19 전후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에 대한 태도
변화
대상자의 약 50%가 인터넷및 모바일 기술의중요성에 대
해서 ‘그렇다’ 혹은 ‘매우그렇다’고표현하였다.‘인터넷및모
바일 기술의 사용 능력이 부족하면 사회에 낙오될 것이다’라
고생각하는대상자는약 43%정도를차지하였다. 또한, 인터
넷 및모바일기술을배울기회가많아지기를원하는대상자
는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였다(표2).
[표 2] 코로나19 전후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에

대한 태도 변화

3.5 디지털정보화역량수준이삶의만족도에미치는영향

대상자의 PC (B=.075, p=.036)및 모바일이용능력 (B=.089,
P<.002)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 가계월수입이증가할수록삶의만
족도가유의미하게높아지는것을파악할수있었다 (B=.014,
p=.017)(표3).
[표 3]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 < .05

4. 논의

본 연구에서확인된연구결과에 의하면, 디지털정보화 역
량수준중 PC 이용능력의모든영역에서 60-70%의 대상자
가전혀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모바일디지털기
기이용능력은 40-50%가 전혀못한다고응답하였다. 이와비
슷한 맥락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실태에 대한
보고서는서울노년층디지털정보화수준이 29.3%로일반시
민의 70.7%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
였다. 또한, 디지털 기기의 접근 90.7%, 디지털 기기의 사용
역량 54.6%, 디지털기기의활용 71.7%로 상대적으로역량의
측면에서 많이 뒤처져 있음을 보고하였다[18]. 또한, 선행연
구에서 노년층에서 PC 보다는 모바일 기기의 사용 역량이
13.1% 더 높음이확인되어본연구의결과를지지하였다[19].
이러한결과는모바일의보급이늘어나노인인구가모바일기
기에의 접근이 높아 사용 역량 또한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이후 정보서비스 이용비율에서는 약
5-20%의 대상자가검색및이메일, 콘텐츠서비스사용, 사회
관계·정보 공유 서비스 사용, 생활서비스 정보 생산과 공유,
네트워킹및사회참여항목에서이용비율이증가한것을확
인할수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과이후의인터넷과모바
일기술에대한태도의변화에서약절반에가까운대상자들
이인터넷및모바일기술이중요하고, 능력이부족하면사회
에 낙오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교육의 기회가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
서, 과도한사용또한 2배이상증가하고있다는보도와상응
하는 결과이다[20]. 또한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조사는[21],
코로나19에 의해 비대면 소비의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며,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급증하는것으로확인하여본연구결과
와상응하였다. 이에, 디지털기기활용능력향상을위한교육
요구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인구에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수업은 또 다른 난관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7]. 따
라서, 코로나19로 인한디지털기기이용교육을대면으로진
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화 친화성을 제고하여

Mobile device usage competency

App install and
uninstall

Strongly disagree 566(49.2)
Disagree 306(26.6)
Agree 235(20.4)
Strongly agree 43(3.7)

Wireless network
setting 

Strongly disagree 511(44.4)
Disagree 264(23.0)
Agree 309(26.9)
Strongly agree 66(5.7)

Fundamental mobile
setting

Strongly disagree 470(40.9)
Disagree 282(24.5)
Agree 355(30.9)
Strongly agree 43(3.7)

Send file to others
Strongly disagree 500(43.5)
Disagree 213(18.5)
Agree 369(32.1)
Strongly agree 68(5.9)

File transfer by
internet

Strongly disagree 748(65.0)
Disagree 258(22.4)
Agree 128(11.1)
Strongly agree 16(1.4)

Malware scan
and treatment

Strongly disagree 716(62.3)
Disagree 324(28.2)
Agree 95(8.3)
Strongly agree 15(1.3)

Writing documents
and materials

Strongly disagree 684(59.5)
Disagree 289(25.1)
Agree 162(14.1)
Strongly agree 15(1.3)

Average of mobile usage ability 1.76(.7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Internet and mobile
technology become 
more important to life

Strongly disagree 16(1.4)
Disagree 100(8.7)
Average 470(40.9)
Agree 487(42.3)
Strongly agree 77(6.7)

Lack of ability to use 
Internet and mobile 
technology will make it 
difficult to participate 
in society  

Strongly disagree 32(2.8)
Disagree 154(13.4)
Average 469(40.8)
Agree 402(35.0)

Strongly agree 93(8.1)

Wish to learn Internet and 
mobile technologies

Strongly disagree 18(1.6)
Disagree 119(10.3)
Average 525(45.7)
Agree 398(34.6)
Strongly agree 90(7.8)

Variables B 95%CI t p-
value

Monthly income .014 .003~.026 2.40 .017*
PC usage competency .075 .005~.145 2.10 .036*

Mobile usage competency .089 .032~.146 3.05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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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할것이다[2]. 본 연구에서는노인인구의 PC 및모바일기
기의 사용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에서도[22] 노인인구의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이 삶
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Lee와 Park (2020)[19]의 연구에서는노인인구의 PC 혹은
모바일 기기의 이용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구의 거의 모든 대상자가
PC,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이 매우 낮은 상태로 이용능력의
차이가거의없어, 이용능력의차이에따른삶의만족도를분
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와 같이
디지털기술이주된활약을하는사회구조에서 PC 및모바일
의활용은삶을살아가는데어느때보다중요한역할을하므
로, 삶의만족도에미치는영향은클것으로사료되나[17], 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노인인구는 PC나 모바일의 사용에있어 낮은역량을 나타
내었으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능숙해 지기를
원하고 있어 교육 요구도가 높아졌다. 또한, PC나 모바일의
사용역량이높을수록삶의만족도가상승하였다. 따라서, 코
로나19와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불가피한 시대에 노인인
구의디지털기기사용역량향상을위해맞춤형프로그램개
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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