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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우리의 일상생활 속 디지털화, 서비스 무인화는 4차 산업혁명과 ICT의
급속한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
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의
2017년 ICT 발전지수(IDI) 발표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176
개국 중 2위를 차지하는 등(ITU, 2017), 우리 사회의 정보화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국민들 내에서도 정보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클 것
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a)의 ‘2019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 농어민은 4대 정보
취약계층이며 이중 고령층의 정보 취약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일반 국민의 평균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했을 때 55세 이상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64.3%에 불과하며 특히 70대 이상은
35.7%로 더욱 낮다. 언론매체에서는 고령층에 관심을 두고 다른 어떠한
연령집단보다 모바일 표 예매(영화, 기차, 버스 등), 인터넷 쇼핑,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서비스, 식당이나 카페의 키오스크 활용, 인터넷 행정서비
스 이용 등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
황을 단편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김희진, 2019.1.10.; 고희진, 2019.2.4.;
정진영, 2020.9.9.; 유대근, 홍인기, 나상현, 윤여정, 2020.10.29.).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디지털 소외로 인해 삶의 질 차이를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 교육 강화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
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홍정민, 2019.2.13.), 아직까
지 이와 관련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배려
역시 낮은 상황이다. 기존연구는 노인의 정보화 능력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낮다는 것을 단편적인 실태조사로 제시하거나,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정
보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
직까지 노년기 정보 취약성에 따른 실태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려움
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취약성이 노년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불편함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다각
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후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연구결과가 노년기 정보화 수준에 대한 사회
적 및 정책적 관심을 구체화시키고, 노년기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을 마
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황남희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의 김경래 부연구위원, 주
보혜 부연구위원, 김혜수 연구원, 원외의 홍석호 청주대학교 교수, 김주
현 충남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여 수행하였다.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이 과정에서 유용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원내 이윤경 실장과 서
울시50플러스재단 강소랑 박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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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lder Adults and the Digital Divide:
Current condi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1)Project

Head: Namhui Hwang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how digital vulnerability
emerging as a recent social issue would lead to inconvenience in
the daily life of old age by analyzing the information utilization
and awareness of the elderly.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o figure out the current information utilization of the elderly and measures to improve related policies.
The investigators made the following proposals for policy directions: first, there should be systematic interest in their digital alienation at the government level; second, they need to improve their awareness of information utilization to address digital alienation in old age; third, policies designed to address
digital divide among the elderly should focus on increasing
their digital competency; fourth, informatization education targeting older adults needs to make use of various manpower by
making connections with the old policies and collaborating
with an array of local resources; and finally, it is required to
make plans to address digital alienation in multilateral aspects
by reflecting the diversity of the elderly.
*Key words: digital divide, digital exclusion, informatization, older adults
Co-Researchers: Hyesoo Kim ․ Kyeongrae Kim ․ Bohye Joo ․ Seokho Hong ․ Juhyun Kim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의 일상생활 속 디지털화, 서비스 무인화는 4차 산업혁명과 ICT의
급속한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보취약계층인 노년층의 경우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의 64.3%
에 불과하여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취약성이 노년기 일
상생활에서 어떻게 불편함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본 후,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세대 간 정보 활용의 차이와 노년층의 정보 활용 특성, 노년층 집
단 내에서의 정보 활용 다양성, 정책욕구 등을 분석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노화(aging)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퇴행적 발달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노년인구의
적응에 불리한 면이 있지만 노화는 반드시 상실이나 쇠퇴 등의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화는 성장과 획득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
기 때문에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습득이 반드시 노년인구에게 불
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노년인구 집단 내 특성에 따라 정보기술
습득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즉 지속적인 교육, 평생학습 등을 통해
노년기에도 정보기술 습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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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인인구의 디지털 격차는 독일, 일본, 한국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한국의 세대 간 디지털 격차는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디지털 격차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에서 확
인되며, 고령 집단 내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정보격차가 가중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장석준, 2016; 남궁현경, 김일호, 천희란, 2017; 주경희,
김동심, 김주현, 2018; 장영은, 2019).
이 연구는 노인의 정보격차에 대응한 독일과 일본의 정책 사례를 검토
하였다. 독일의 경우 인구 고령화의 진전과 디지털 기술 발전이 지속가능
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윤리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
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물리적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디
지털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며, 노
인의 디지털 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에 다학제적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일본 정부는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화 교육을 중요
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정책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사례로 일본은 중앙차원에서 노인들이 지리적
으로 거주지에 가까운 장소에서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ICT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디지털 활용 도우미 사업’를 도입하여 지방정
부 차원에서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정보격차 시정 정책은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역별로 독자적인 시도가 다양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정보 활용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을 파악하
기 위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9b)의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세대 간 정보격차를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 역량 수준, 활용
수준의 3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모든 부문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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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접근 수준의 경우, 스마
트폰 보유율이 청년층 100%, 중장년층 98.7%, 노년층 64.5%로 노년층
에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역량 수준의 경우 생활 속 정보 활용에서 중요
한 ‘필요한 앱 설치 및 이용’ 비율이 청년층 88.7%, 중장년층 79.7%, 노
년층 28.8%로 접근 수준보다 세대 간 격차가 확대되었다(모바일기기 기
준). 활용 수준의 경우 주로 이용하는 정보 서비스는 세대에 상관없이 정
보 및 뉴스 검색, 메신저, 생활정보서비스인데, 노년층의 이용률은 청장
년층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서비스별 이용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년층은 정보 및 뉴스 검색 43.7%, 메신저 44.1%, 교통정보 및 지도 등
생활정보서비스 39.8%였다. 반면 청년층은 각각 86.9%, 77.4%, 86.3%
이며, 중장년층은 각각 86.2%, 56.9%, 82.9%로 나타났다.
노년층 내의 정보화 수준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정보화 수준
을 이용하여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접근 및 역량, 활용 수준이 모두 낮은
‘디지털소외형’(24.7%), 접근 수준은 높지만 역량과 활용 수준이 낮은
‘저역량･저활용형’(36.2%), 전반적으로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높은 ‘적극
활용형’(39.1%)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노년층의 정보화 지원 정책은 유
형별로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소외형의 경우 디지털기기 접근
성을 높이기 위한 현물 및 현금 지원이나 디지털기기의 고령친화성 제고,
저역량･저활용형의 경우 정보화 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 지원 정책이 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생활정보 활용, 뉴스 기사 보기, 동영상 보
기, 메신저, 화상통화, 교통･지도, 제품구매, 금융거래, 행정 및 생활복지
서비스, ATM, 예약･예매, 무인발급기, 무인 주문서비스, wifi, 교통수단
앱이 노인의 일상생활 속 중요한 정보 활용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진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FGI의 결과를 토대로 노년층 정보 활용 모
델을 도출하였다. 노인 개개인의 정보기술 활용 수준의 차이를 만드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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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개인 특성, 정보기술 인식, 정보기술 활용 욕구와 의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체계
가 노년층의 정보기술 인식과 활용 욕구와 의지에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주고, 정보기술 활용 경험과 환경의 노출 요인이 환류 작용을 하며 정보
기술 활용 수준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노인의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노인 디지털 소외에 관한 체계적인 관
심이 요구된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도적, 문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활용에 대한 노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인에게
정보 활용의 참여 동기를 심어주고 노인 스스로 정보 활용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노년층의
디지털 역량 제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노인 개인의 정보 활용수준을
높여서, 노인 스스로 변화하는 정보기기와 정보 활용에 적용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 대상 정보화 교육은 기존 정책과의
연계, 다양한 지역자원과의 협력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
다. 다섯째, 노인 집단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정보격차, 디지털, 정보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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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의 일상생활 속 디지털화, 서비스 무인화는 4차 산업혁명과 ICT의
급속한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
제전기통신연합(ITU)의 2017년 ICT 발전지수(IDI) 발표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176개국 중 2위를 차지하는 등(ITU, 2017), 우리 사
회의 정보화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국민들 내에서도 정보격차
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1)(2019a)의 ‘2019 디지털정
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은 4대
정보취약계층이며 이 중 고령층의 정보 취약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일반 국민의 평균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했을 때2) 55세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64.3%에 불과하며 특히 70대 이상
은 35.7%로 더욱 낮다. 언론매체에서는 고령층에 관심을 두고 다른 어떠
한 연령집단보다 모바일 표 예매(영화, 기차, 버스 등), 인터넷 쇼핑, 인터
넷 및 모바일 뱅킹서비스, 식당이나 카페의 키오스크(Kiosk, 무인주문단
말기) 활용, 인터넷 행정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1) 2020년 12월 10일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였다.
2)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접근, 역량, 활용의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
준은 컴퓨터･모바일 기기의 보유 및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를,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은
컴퓨터･모바일 기기의 기본 이용 능력을,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컴퓨터･모바일 기기･
인터넷의 양적ㆍ질적 활용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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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김희진,
2019.1.10.; 고희진, 2019.2.4.; 정진영, 2020.9.9.; 유대근, 홍인기, 나
상현, 윤여정, 2020.10.29.).

〔그림 1-1〕 2019년 4대 정보취약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주: 1) 각 수준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 계층의 디지
털 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2)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은 컴퓨터･모바일 기기의 보유 및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를,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은 컴퓨터･모바일 기기의 기본 이용 능력을,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컴
퓨터･모바일 기기･인터넷의 양적/질적 활용 정도를 측정하였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a).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pp. 21-27
을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함.

2020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비대면 수업, 온
라인 모임, 영상 통화 등 일상생활 속에서 공간의 제약 없이 PC 및 모바
일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기
기 사용의 편리함은 세대 간 정보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며 디지털 불평등
확대로 이어지고 있고, 젊은 세대에 비해 대면 서비스가 익숙한 노년층의
경우 대면 활동으로 인해 코로나19 위험이 더욱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취약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언택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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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년인구가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
른 정보 습득 방식에 적응하며 정보기술 발달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생명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김
나정, 2020; 정준화, 2020; 정준화, 신용우, 권성훈, 2020).
우리나라보다 정보화 수준이 낮은 EU 가입국은 2010년대부터 e-inclusion의 차원에서 55세 이상 고령자를 디지털 리터러시 취약계층으로
보고 디지털 문해교육을 위한 실행가능한 가이드라인과 전략을 제시하고
국가 간 비교연구 등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EU, G&G,
2011). 최근 우리나라도 노인이 디지털 소외로 인해 삶의 질 차이를 느끼
지 않도록 정보화 역량 교육 강화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강소랑, 주재욱, 이영민, 윤종진, 장
하연, 2019; 홍정민, 2019.2.13.),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가 절대적
으로 부족하고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배려 역시 낮은 상황이다. 기존연구
는 노인의 정보화 능력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낮다는 것을 단편적인 실태조
사로 제시하거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a), 노인
의 삶의 만족도에 정보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희섭, 이미숙, 강
보라, 2015; 황현정, 황용석, 2017)는 것을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
다. 아직까지 노년기 정보 취약성에 따른 실태 혹은 생활상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연구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디
지털 취약성이 노년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불편함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후,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 및 양
적 연구를 통해 세대 간 정보 활용의 차이와 노년층의 정보 활용 특성, 노
년층 집단 내에서의 정보 활용 다양성, 정책욕구 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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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연구 방법을 적용한다. 첫째, 생애주기
와 정보화에 관한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정책문건, 웹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기술발전이 생애주기상 노년
기 정보 습득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인지 노년학의 이론을 검토하고,
정보화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정보격차, 디지털 리터러시 등)을 살펴본
다. 그리고 연령집단 간의 정보격차, 노년층의 정보 활용 실태와 인식, 정
보화와 노년기 삶에 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한다.
둘째, 국내외 정책 사례를 분석한다. 국내 고령자 대상 정보 접근성 향
상 및 정보화 지원 정책 등을 파악한다. 그리고 일본, 독일의 정책 동향
파악 및 분석을 통해 국내 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한다. 여기서 국외 사례
는 인구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고령층의 정보화 지원에 대한 관
심이 높은 국가를 선정한다.
셋째, 이차자료를 이용하여 양적 연구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b)의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
를 이용하여 연령집단간(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전자기기 보유실태,
활용능력 등 세대 간의 정보격차 현황과 추이를 파악한다. 그리고 위계적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60세 이상 노년층의 정보화 수준을 유형화하고, 유
형별 노년층의 정보 활용과 인식 특성을 분석한다. 이차자료 분석대상은
활용자료의 공개범위에 맞춰 60세 이상 노년층으로 한다.
넷째,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한
다. 연구진이 마련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서울, 경기 거주 노
인 20명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한
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로 파악하기 어려운 노년기 정보 취약성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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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생활 속의 어려움, 관련 정책욕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
행한다.
다섯째,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자문을
실시한다.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노년기에 필요한 일상생활 속 정
보 활용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총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조사
를 실시한다. 연구진은 문헌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일상생활 속 정
보 활용의 범위(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부
터 항목별로 국민과 노인의 정보 활용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해당 정보
활용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파악한다.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일상생활 속 정
보 활용의 범위를 재조정한 후 실시한다.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일상생활 속 정보 활용의 범위를
확정한다. 전문가 자문은 연구방향과 연구설계, 결과해석, 정책제언 등
연구의 전 과정을 통해 수시로 진행하며, 특히 노년기 디지털 소외로 인
한 일상생활 속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후반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정책 제언의 구체성을 파악하기 위
해 업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 다루는 분석대상과 정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연
구는 65세 이상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연구 초반에 연구진은 노년기
의 연령 범위에 대해 1) 현재 노인세대로 한정할 것인지, 2) 현재 노인세
대와 더불어 예비 노인세대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진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예비 노인세대는 현재 노인
세대와 이질성이 크다(예비 노인세대는 베이비부머가 다수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정보 취약성이
가장 낮은 65세 이상 노인에 집중한다면 보다 맞춤화된 연구결과를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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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에 도달하였다. 다시 말해 65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교
육수준과 낮은 정보화 인식 등으로 인해, 55~64세 예비 노인과는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 취약성이 가장 낮은 집단
으로서 보다 타겟팅된 연구대상이다.
노인 대상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접근은 연령에 따른 특수성
이 존재하며, 발전된 정보화 수준과 기술을 통해 수요자친화성 혹은 고령
자친화성을 제고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정책 연구 범위에 포함할 필
요가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일상생활 속 노인 개인의 PC 및 모바일 등 디
지털 기기의 보유와 이를 이용한 정보 역량과 활용에 집중한다는 것을 밝
힌다. 4차 산업혁명과 ICT의 급속한 확대 등으로 노인복지의 전 분야, 특
히 건강수준이 낮은 노인 대상 돌봄 분야에서의 기술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건강수준이 양호하여 지역 사회에 자
립적으로 거주하는 노인의 일상생활 속 정보 활용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돌봄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지 않는다.
이상의 연구흐름은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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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이론적 배경
1. 노화와 정보기술 습득
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역동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데 이러한 변화는 발달이라 한다. 발달은 상승적 발달과 퇴행적 발달을
모두 포함한다. 상승적 발달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구조적으로 정밀화, 분
화, 통합되고 기능적으로 유능화되는 변화이며, 퇴행적 발달은 양적으로
축소하고 구조적으로 단순화되고 기능적으로 무능화되는 변화이다(김동
배, 권중돈, 2004; 권중돈, 2007, p.47에서 재인용).
노화(aging)는 퇴행적 발달을 의미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이다(권중돈, 2007, p.47). 노화는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노화는 반드
시 상실이나 쇠퇴 등의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며, 성장과 획득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
와 노화에 대한 편견이 만연하며, 그 중 교육과 관련하여 고령인구는 새
로운 것을 학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Harris &
Cole(1986, p.4)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령인구 집단 내에서 학습속도 및
학습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한정란, 2003, p.66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관련 이슈들이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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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되고 있는데,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노동력-생산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노년기 생산성에
대해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결론은 없다. 노년기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입장은 퇴행적 발달 측면에서 노화에 따른 능력 감소가 나타나며, 노인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노동시장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년
기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입장은 상승적 발달 측면에서 연령이 증가할수
록 인적자본이 축적되고 교육으로 유지․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남희, 유재언, 김세진, 이선희, 김난주, 2018, p.19). 이는 인간의 발
달과정에서 노화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최소한 새로운 경험
이나 학습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습득방식의 변화가 고령인구에
게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과정
에서 고령자의 교육, 평생학습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화는 흰머리, 주름 등 생물학적 변화를 생각하지만, 심리
적 측면에서도 노화를 경험하게 된다. 유동성 지능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
적으로 가진 능력으로 수에 대한 감각, 정확성, 기억능력, 반응속도를 의
미하며, 결정성 지능은 경험을 통해 후천적으로 발달한 추론능력, 어휘력
등이다. 심리적 노화 측면에서 지능을 살펴보면, 결정성 지능은 연령 증가
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지능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단순히 연령과 지능의 부적인 관계를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그
외 교육수준, 직업, 경험수준 등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노년기에도 청
년기와 유사한 창의성을 발휘하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chaie, 1990, Simonton, 1990; 권중돈, 2007, p.60에서 재인용).
한편 반복적인 연습이나 경험을 통해 정보 및 기술을 습득하는 학습능
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중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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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0). 우리나라 노년세대는 빈곤, 경제활동기회의 제한, 정보화 교육기
회 부재 등으로 최근의 급속한 정보기술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데 어려
움을 겪고 있다(권중돈, 2007, p.351).
결국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노년인구의 적
응에 불리한 면이 있지만, 이러한 영향은 노년인구 집단 내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
리나라 노년인구 집단은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수준, 부족한 정보화 지원
정책 등으로 정보기술 습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정보 관련 개념: 정보화와 정보격차,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화(informatization)는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
을 의미한다(「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끊임없는 정보통신기술(ICT)
의 혁신은 정보사회를 넘어 지능정보사회로의 도약을 가능하게 했지만
(이기호, 2019), 누군가는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한 반면 누군가는 도
태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를 유발한다.
정보격차의 양상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시기별로 정
보격차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초기의 정보격차는 정보 접근성 차원에
서 논의되었다. 정보나 기술에 대해 접근이 가능한 자(do have access)
와 가능하지 않은 자(do not have access)로 구분하여 이들 간의 차이에
중점을 두었다(Van Dijk, 2006). 따라서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접근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최한용, 2014).
이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선 인터넷과 PC가 보편화되면서 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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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정보나 기술을 이용하는 개인
의 능력 차이로 인해 새로운 정보격차가 등장하였다. 또한 무선인터넷,
모바일, 스마트 기기가 빠르게 일반화되면서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영역
이 더욱 확대되어 정보격차 축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이향수, 이성
훈, 최정아, 2016).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개념이 중요하게
떠오르게 되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개인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을
의미하는 용어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이나 매체에 따라 정보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등 다양한 용어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성욱준, 2014). 안정
임(2013)은 “모든 리터러시는 해당 시대에 인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생존 능력”으로, 상태(state)보다는 성취
해가는 능력(competence)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최근에는 개인이 기술에 점차 익숙해지고 일정 수준의 디지털 리터러
시를 갖추게 되면서 기본적인 능력을 넘어 정보를 다각도로 활용하는 차
원에서 정보격차가 논의되고 있다. 정보격차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여러
연구에서 정보격차를 단계나 수준별로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
다. 유형의 명칭은 연구마다 상이하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과 성격은 유
사하다. 정보격차의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문조, 김종길
(2002)은 정보격차 개념의 다차원성과 복합성을 강조하면서 정보격차에
관한 쟁점이 “정보에 잘 접근하는가?”라는 정보 접근성의 차원에서 “정보
를 올바르게 사용하는가?”라는 정보 활용 차원으로, 더 나아가 “정보를
주체적으로 향유하는가?”라는 정보 수용의 차원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있
음을 밝혔다.
Molnár(2003)는 정보격차의 유형을 적응 단계별로 구분하였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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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표 2-1 참조). 초기 적응 단계(early adaptation stage)에서는 접
근 가능자와 접근 불가능자 간의 접근 격차가 발생하고, 도약 단계
(take-off stage)에서는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의 이용 격차가 발생한다.
포화 단계(saturation stage)에서는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이용의 질로
인한 격차가 발생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보격차의 양상은 적
응 단계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초기 적응 단계에서는 소득, 정착 유형
(settlement types), 교육수준, 민족/인종, 연령 집단 등 거의 모든 특성
에 따른 정보격차가 확연히 나타난다. 도약 단계에서는 성별, 민족/인종,
정착 유형,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는 줄어드는 반면, 소득과 연령 집단에
따른 격차는 계속된다. 마지막으로 포화 단계에서는 도약 단계에서 감소
했던 교육수준과 성별에 따른 격차가 다시 등장하고 이용 기간에 따른 격
차가 추가로 나타난다. 주목할 점은 소득과 연령 집단에 따른 정보격차는
적응 단계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림 2-1〕 적응 단계별 정보격차 유형

자료: Molnár(2003). The explanation frame of the digital divide. p. 6을 연구진이 번역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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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적응 단계에 따른 정보격차 및 지표
정보격차

적응 단계

초기 적응
단계

도약 단계

포화 단계

용어

유형

지표

접근 격차
(access
divide)

∙ 거의 모든 사회학적 변수(소득계층, 정착 유형,
교육수준, 민족/인종, 연령 집단 등)에 따른
분명한 격차가 존재함
∙ 선진국의 경우 도약 단계나 포화 단계에 접어
듦에 따라 초기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밝힘

1차 정보격차
(primary
digital
divide)

이용 격차
(usage
divide)

∙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기회가 확대됨에
접근 기회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기술의
여부가 중요해짐
∙ 성별, 민족/인종, 정착 유형, 교육수준에
격차는 이전 단계에 비해 감소함
∙ 반면, 소득과 연령 집단에 따른 격차는
히 크게 나타남

2차 정보격차
(secondary
digital
divide)

이용의 질로
인한 격차
(divide
stemming
from the
quality of
use)

초기
정보격차
(early
digital
divide)

따라
이용
따른
여전

∙ 포화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강력한 거부로 여겨지고, 이용자와 미이
용자가 아닌 이용자들 간의 차이에 집중함
∙ 교육수준과 성별에 따른 격차는 도약 단계에
서 거의 사라졌으나 포화 단계에서 다시 떠오
름
∙ 소득과 연령 집단에 따른 격차는 여전히 존재
하고, 이용 기간에 따른 격차가 새로 나타남

자료: Molnár(2003). The explanation frame of the digital divide. pp. 4-6을 연구진이 번역
하여 재구성.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는 디지털정보화수준을 접근, 역량, 활용
차원의 3가지 하위 개념으로 구성하여 측정하고 있다(그림 2-2 참조). 디
지털정보접근수준은 개인의 정보 접근 가능성을, 디지털정보역량수준은
PC와 모바일 기기의 기본적 기능에 대한 개인의 이용 능력을, 디지털정
보활용수준은 정보 이용의 다양성과 심화 활용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으
로 앞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유형과 유사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
정보화진흥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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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디지털정보화수준 산출방식
○ 디지털정보화 수준(종합) = 디지털정보접근수준(0.2) + 디지털정보역량수준(0.4)
+ 디지털정보활용수준(0.4)
∙ 접근수준 =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0.5) +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
∙ 역량수준 = PC 이용능력(0.5) +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0.5)
∙ 활용수준 =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0.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8).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p. 35.

한편,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에 있어 최근 연구들은 정보 접근성보다는
개인의 정보 활용의 차원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황용석, 박남수,
이현주, 이원태, 2012; 최인호, 염정윤, 김류원, 정세훈, 2018). 이는 정
보 접근성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이 세계 최상위 수준
으로 평가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2017년 ICT 발전지수
(IDI)에서 전 세계 176개국 중 2위를 차지하였으며(ITU, 2017), Pew
Research Center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스마트폰 보
유율은 94%로 전 세계 37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Poushter, Bishop,
& Chwe, 2018.6.19.). 그 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
원(2019)의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인터넷 접속 가능 가구의 비율은 99.5%이고, 만 6세 이상 인구 중 모바일
기기 보유자 비율은 91.4%로 조사되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구 및 가구
원이 정보통신기기 또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는 특성을 고
려할 때, 노년층의 정보격차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정보
접근성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정보
접근성과 정보 이용 능력 및 활용의 차원에서 정보격차의 현황을 파악하
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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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격차와 세대 간 차이
현재까지 정보격차와 관련된 연구는 지역, 계층, 소득, 세대, 성별, 국
가 등 다양한 유형과 특성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다수의 연
구에서 연령 또는 세대에 따른 정보 활용 능력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결과
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Loges & Jung, 2001; Van Dijk &
Hacker, 2003; 이숙정, 육은희, 2014; 최인호 외, 2018). 과학기술정보
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a)의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
과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특히 하위 측정
항목에서 디지털정보화 역량수준에서 가장 낮았다(그림 2-3 참조).

〔그림 2-3〕 2019년 4대 정보취약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주: 1) 각 수준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 계층의 디지
털 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2)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은 컴퓨터･모바일 기기의 보유 및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를,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은 컴퓨터･모바일 기기의 기본 이용 능력을,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컴
퓨터･모바일 기기･인터넷의 양적/질적 활용 정도를 측정하였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a).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pp. 36-45
를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함.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5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9)에서 실시한 2018 인
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 접근성의 차원에서 스마트폰 보유율
은 10대 미만부터 50대까지 95.5~99.9%의 높은 비율을 보이나 60대의 경
우에는 87.5%, 70대 이상의 집단에서는 36.3%로 급격히 감소하였다(표
2-2 참조). 인터넷 이용률, 컴퓨터 이용률 등 개인의 정보 활용 능력에 관한
항목도 이전 연령대(10~40대)에 비해 50대부터 이용률이 다소 낮고 60대와
70대 이상 집단에서는 급격히 이용률이 낮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 연령대별 정보 활용 수준
(단위: 명, %)

인터넷이용률

10대
미만
87.8

99.9

99.9

99.9

99.7

98.7

88.8

70대
이상
38.6

모바일인터넷이용률

78.1

98.7

99.9

99.9

99.7

98.5

88.4

35.4

컴퓨터이용률

67.5

97.1

97.8

94.7

87.5

63.0

34.1

8.7

71.6

99.9

99.9

99.7

98.4

87.5

36.3

91.0

구분

스마트폰보유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95.5

전체
91.5
90.4

웨어러블기기보유율

3.7

5.4

6.9

4.3

1.9

0.5

0.6

3.5

인스턴트메신저이용률

89.1

99.8

99.7

99.1

96.7

94.9

76.4

95.9

SNS이용률

59.4

91.9

84.9

74.5

53.3

32.5

9.5

65.2

이메일이용률

45.5

97.5

92.7

77.9

43.1

18.5

2.9

62.1
62.0

인터넷쇼핑이용률

-

55.7

96.4

91.3

71.4

40.0

17.5

11.2

인터넷뱅킹이용률

-

24.7

87.8

93.3

82.9

55.9

22.9

5.4

63.7

클라우드서비스이용률

-

32.6

56.8

47.6

32.0

12.9

3.1

0.9

30.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9).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https://www.nia.or.kr/common/board/Download.do?bcIdx=21
013&cbIdx=99870&fileNo=2 (2020.2.18. 인출).

그 밖에도 세대 간 정보격차에 관한 주요 연구들은 연령대에 따라 디지
털 리터러시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표 2-3 참
조). 황용석 외(2012)의 연구에서 50대 이상의 온라인 기술 수준은 20대,
30대, 40대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연령대의 차이가
클수록 온라인 기술 수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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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세대 간 정보격차 관련 주요 연구
구분

연구대상

황용석 외
전국 규모 1,081명
(2012)

연구방법(자료)

주요결과

온라인
설문조사

∙ 연령대(20대~50대 이상)가 높아질수록 집
단 간 온라인 기술 수준의 평균값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40대를 기점으로 온
라인 기술과 관련된 능력이 급격히 하락함
∙ 50대 이상의 정보 활용 능력 수준은 20
대와 30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

면접조사 및
온라인
설문조사

∙ 세대 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를 8
개 세부요인(미디어 이용기술, 미디어 속
성이해, 미디어 정보평가, 미디어 이용윤
리, 표현능력, 표현기술, 소통과 공유, 시
민성)별로 분석함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전체 수준은 성인
(20대~50대), 청소년(중학교 2학년, 고등
학교 2학년), 고연령층(60대), 어린이(초등
학교 5, 6학년) 순으로 나타남

안정임,
서윤경
(2014)

전국 규모 2,171명
/어린이, 청소년, 성
인, 고연령층 미디어
이용자

이숙정,
육은희
(2014)

∙ 디지털 활용 격차를 정보 활용 능력, 콘텐츠
기존 통계자료
생산 능력, 사회적 연계 능력으로 구분하여 세
(미디어 이용과
전국 규모 2,795명/
대 간 비교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임
사회 격차 연구
만 14세~69세
∙ 정보 활용 능력: 60대<50대<10대~40대
2차년도
콘텐츠 생산 능력: 50대, 60대<10대~40대
패널자료)
사회적 연계 능력: 60대<50대<10대~40대

최인호 외 전국 규모 20~60대
(2018) 336명

전국 규모 706명
김경희 외
/10대~50대 미디
(2019)
어 이용자

온라인 및
모바일
설문조사

∙ 연령이 높을수록 뉴미디어 리터러시의 4
가지 유형(기능적 소비능력, 비판적 소비
능력, 기능적 생산능력, 비판적 생산능력)
모두 낮아짐

온라인
설문조사

∙ 세대별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를 4가지 구
성요소(접근과 통제 능력, 비판적 이해 능
력, 사회적 소통 능력, 책임과 권리 능력)
로 나누어 분석함
∙ 접근과 통제 능력에서 50대는 30~40대와
10~20대에 비해 모바일 이용 능력, 차단
및 조절 능력, 컴퓨터 이용 능력, 인터넷
이용 능력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비판적 이해 능력, 사회적 소통 능력, 책
임과 권리 능력도 50대가 이전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나 세대 간 격차가 발견됨

자료: 제시된 선행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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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임, 서윤경(2014)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8개 세부요인(미디
어 이용기술, 미디어 속성이해, 미디어 정보평가, 미디어 이용윤리, 표현능
력, 표현기술, 소통과 공유, 시민성)으로 구분하여 세대 집단 간 격차를 살
펴보았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전체 수준은 성인(20대~50대), 청소
년(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연령층(60대), 어린이(초등학교 5, 6
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고연령층은 세부요인 중 표현능력과 표현기술의
수준이 낮지만 미디어 이용윤리의 수준은 비교적 높은 특성을 보엿다.
또한 디지털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령대별로 비교 분석한 선행연
구들은 연령대가 높은 집단의 리터러시 수준이 이전 연령대에 비해 낮아
정보 활용에 취약한 특성이 있음을 밝혔다(이숙정, 육은희, 2014; 김경
희, 김광재, 이숙정, 2019). 뉴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연령의 주효과를
검증한 최인호 외(2018)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뉴미디어 리터러
시의 4가지 유형인 기능적 소비능력, 비판적 소비능력, 기능적 생산능력,
비판적 생산능력이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노년층 정보 활용 실태 및 인식
1. 노년층 정보 활용 실태
세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년층의 정보 활용 실태
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연구의
결과는 <표 2-4>와 같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의 정보 활용 능
력 및 기기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노인의 83.0%는 컴퓨터‧인터
넷을 전혀 사용할 수 없고, 19.5%는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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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또한 핸드폰 소유자(8,277명)의 기능사용 수준은 전화 받기
및 걸기(59.7%), 문자 받기(18.6%), 문자 받기 및 보내기(13.4%), 검색/
뉴스 보기(8.3%) 순이었다(정경희 외, 2014).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전자기기(휴대전화, 컴퓨터, 태블릿 PC,
인터넷 TV 등)의 기능 활용 유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노인의 활용 가능한
전자기기 기능은 문자받기(60.9%), 문자보내기(37.1%), 사진‧동영상 촬
영(34.2%), SNS 이용(26.0%), 정보검색(23.1%) 순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17).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a)의 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의 주요 인터넷 이용 기기는 스
마트폰(74.0%), PC(28.0%), 스마트패드(2.8%) 순으로 나타나 인터넷 이
용이 가능한 고령층 상당수는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층의 인터넷 활용 정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검색 및 이메일, 콘텐
츠 서비스 이용률은 80.2%, 사회적 관계 서비스(SNS, 메신저, 커뮤니티
등) 이용률은 79.3%, 생활 서비스(교통정보 및 지도, 제품구매, 예약/예
매, 금융거래 등) 이용률은 73.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동률은 38.4%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거나 타인에게 정보
를 공유하는 활동의 수준은 현저히 낮았다. 조사에서의 고령층 대상이 만
55세 이상임을 고려할 때, 만 65세 이상의 정보 활용 이용률은 위의 수치
보다 더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강진, 이설희(2018)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통화 기능 외에 여성 노인이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능은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와 사진 찍기로
나타났는데,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자주 만나거나 오
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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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노년층 정보 활용 실태 관련 주요 연구
구분

연구대상

정경희 외 전국 만 65세 이상
(2014) 10,451명

정경희 외 전국 만 65세 이상
(2017) 10,299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정보
화진흥원
(2019a)

이강진,
이설희
(2018)

전국 규모 만 7세
이상 15,000명
(만 55세 이상 고령
층 2,300명 포함)

만 70세 이상
여성 10명/김포시,
용인시 거주자

연구방법(자료)

주요결과

설문조사

∙ 전체 대상자 중 83.0%가 컴퓨터･인터넷
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함
∙ 핸드폰 소유 여부의 경우 스마트폰 소유
13.7%, 일반 핸드폰 소유 66.8%, 소유하
지 않음 19.5%임
∙ 핸드폰 소유자(8,277명)의 기능사용 수준
은 전화 받기/걸기(59.7%), 문자받기
(18.6%), 문자받기/보내기(13.4%), 검색/
뉴스보기(8.3%) 순으로 조사됨

설문조사

∙ 전자기기 기능별 활용 가능 여부는 문자
받기(60.9%), 문자보내기(37.1%), 사진･
동영상 촬영(34.2%), SNS 이용(26.0%),
정보검색(23.1%) 순으로 나타남

설문조사

∙ 고령층의 주요 인터넷 이용 기기는 스마
트폰(74.0%), PC(28.0%), 스마트패드
(2.8%) 순으로 조사됨
∙ 고령층의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은 80.2%,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
용률은 79.3%, 생활 서비스 이용률은
73.8%,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동률은
38.4%로 나타남

심층인터뷰

∙ 통화를 제외하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기능은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
스와 사진 찍기(꽃, 식물 등)임
∙ 그 밖에도 정보 검색, 증권앱, 음악, 날
씨, 영어사전 등 다양한 용도로 스마트폰
을 사용하고 있음
∙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자주 만나거나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
람들로 한정되며 모르는 사람과는 이야기
를 나누지 않음

자료: 제시된 선행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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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년층 정보 활용 관련 변인
노년층의 정보 활용에 관련된 변인을 살펴본 주요 선행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여러 변인 중에서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
득수준에 따른 정보 활용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장석준, 2016;
남궁현경, 김일호, 천희란, 2017; 주경희, 김동심, 김주현, 2018; 장영은,
2019).
구체적으로 성별이 남성인 경우 여성에 비해 디지털 활용격차가 적은
편이며(장석준, 2016), 정보역량, 인터넷 활용, 모바일 활용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주경희 외, 2018).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격차와 활용격
차가 낮고(장석준, 2016), 정보화 이용률이 높으며(남궁현경 외, 2017),
기기 개수 및 사용시간, 인터넷 활용, 모바일 활용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
다(주경희 외, 2018).
교육수준과 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화 이용률
이 높고(남궁현경 외, 2017) 디지털 격차와 정보격차가 낮아지는 관계가
있었다(장석준, 2016; 장영은, 2019). 또한 장석준(2016)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 격차의 하위 항목인 접근격차가 낮게 나타남을 밝혔다.
주경희 외(2018)는 경제적 지위와 모바일 활용의 정적인(+) 관계, 장영은
(2019)은 경제적 수준과 정보격차의 부적인(-) 관계를 검증하였다.
노년층의 가족 관련 요인으로는 가구구성형태와 동거 가구원 수가 정
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현정, 황용석(2017)의 연구
에서 자녀･손자녀 동거가구는 독거가구, 부부가구에 비해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역량, 디지털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주경희 외(2018)는 노년층의
동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기 개수는 많고 모바일 활용 수준은 낮아지
는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그 밖에도 거주지역, 세대통합성, 사회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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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퇴직 전 직종에 따라 노년층의 정보 활용에 차이가 있거나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백기훈, 봉진숙, 신용태(2015)는 노년층의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사이의 구조적 모델을 검증하였는데, 노년층의
스마트폰 이용행동과 인지된 유용성은 노년층의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년층의 스마트폰 이용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스마트폰에 대한 정책적 지원, 유
희성, 인지된 이용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2-5> 노년층 정보 활용 관련 변인에 대한 주요 연구
구분

연구대상

연구방법(자료)

만 65세 이상 209명
백기훈 외 (전국 14개 노인종
(2015) 합복지관을 통한
표집)

설문조사

만 60세 이상 노
인복지기관 강좌
수강자 320명
(스마트폰 또는 스
마트 기기 보유자)

설문조사

장석준
(2016)

만 60-89세
남궁현경 외
1,605명/서울시
(2017)
거주자

주요결과
∙ 노년층의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모델을 검증
∙ 노년층의 스마트폰 이용행동과 인지된 유
용성은 노년층의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에
정적(+) 영향을 미침
∙ 노년층의 스마트폰 이용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스마트폰에 대한
정책적 지원’, ‘유희성’, ‘인지된 이용용이
성’, ‘인지된 유용성’ 순으로 나타남
∙ 선행연구에 따라 디지털 격차를 접근격
차, 이용격차, 활용격차로 분류하여 영향
요인을 분석함
1)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접근격차가
낮음
2)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대
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
우 이용격차가 낮음
3)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여
성에 비해 남성인 경우 활용격차가 낮
음

기존 통계자료
∙ 전체 대상자의 정보화 이용률 38.5%
(2015년, 2016
∙ 연령대별 정보화 이용률: 60대 59.6%,
년 고령자 건강
70대 17.2%, 80대 9.7%
수준과 기능평
∙ 교육수준별 정보화 이용률: 고졸 이상
가 단면조사 연
59.9%, 중졸 27.5%, 초졸 이하 14.4%
구 2개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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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대상

연구방법(자료)

주요결과
∙ 가구구성형태는 노년층의 디지털 접근성,
기존 통계자료
디지털 역량, 디지털 활용에 유의한 영향
황현정,
전국 규모 만 65
(2014년
을 미침
황용석
세 이상 993명
정보격차지수 ∙ 독거가구, 부부가구인 경우 자녀･손자녀
(2017)
및 실태조사)
동거가구에 비해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역량, 디지털 활용이 낮게 나타남
∙ 정보격차를 접근(보유 기기 개수, 기기 사
용시간), 정보역량, 인터넷 활용, 모바일
활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1) 접근(기기 개수): 학력이 높을수록, 동
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연령이 낮
을수록 세대통합성이 높을수록 높음
2) 접근(사용시간): 학력이 높을수록, 연
령이 낮을수록, 세대통합성이 높을수
기존 통계자료
록 높음
(2017
주경희 외 전국 만 65세 이
3) 정보역량: 접근(기기 개수, 사용시간),
(2018) 상 340명
연령통합
학력,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여성보
설문조사)
다 남성이 높음
4) 인터넷 활용: 접근(기기 개수, 사용시
간),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음
5) 모바일 활용: 접근(기기 개수, 사용시
간),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연령, 세
대통합성이 높을수록, 동거 가구원 수
가 적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음
∙ 여성에 비해 남성,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
만 65세 이상 충
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장영은
청북도 내 복지관
설문조사
(2019)
상태가 좋을수록, 퇴직 전 직종이 비사무
이용자 289명
직에 비해 사무직인 경우 정보격차 낮음
자료: 제시된 선행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3. 노년층 정보 활용 인식
노년층의 정보 활용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정보 활용 실태나 정보 활
용과 관련된 변인을 밝히는 연구에 비해 비교적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지금까지 만 65세 이상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많지 않으므
로 장노년층의 정보 활용 인식에 관한 연구로 범위를 확장하여 주요결과
를 살펴보면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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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은(2014)은 만 60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 11명과 비이용자(피처
폰 이용자) 11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폰의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기능을 익히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반면, 비이용자는 피처폰의 유용성을 스마트폰보다 높
게 평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스마트폰 비이용자는 인식에 따라 스마
트폰 사용법을 익히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아날로그 노인’ 유형, 기기 활
용 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요금에 대한 부담이 큰 ‘저소득 디지털 노인’
유형, 기기 활용 능력이 있으나 소신에 따라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소신 있는 디지털 노인’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김명용(2016)의 연구에서 만 6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인
터넷 이용 및 비이용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일상생
활의 도움을 얻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36.0%),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25.2%), 가족원
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12.3%)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인터넷
비이용자의 비이용 이유는 ‘사용할 줄 몰라서’가 40.7%, ‘무엇인지 잘 몰
라서’가 21.2%로 인터넷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은 13.2%로 나타났다.
이강진, 이설희(2018)는 만 7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노년층의 스마
트폰 이용 양상과 경험을 살펴보았다. 노년층 대부분은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특히 자녀가 외국에 있거나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의 경우 훨씬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확인하는 긍정적 이용 양상과 가족의 간섭, 과도한 스마트
폰 이용 요금 등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양상이 공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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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노년층 정보 활용 인식 관련 주요 연구
구분

연구대상

연구방법(자료)

조주은
(2014)

만 60세 이상 남
녀 22명/고령군,
대구시 거주자

심층인터뷰

김명용
(2016)

만 60세 이상
여성 343명/서울시
노인복지관 이용자

설문조사

이강진,
이설희
(2018)

만 70세 이상
여성 10명/김포시,
용인시 거주자

심층인터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정보
화진흥원
(2019a)

전국 규모 만 7세
이상 15,000명
(만 55세 이상 고령
층 2,300명 포함)

설문조사

주요결과
∙ 스마트폰 이용자 11명, 비이용자(피처폰
이용자) 1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
∙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폰의 사용 용이
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자신의 정보 활용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임
∙ 스마트폰 비이용자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
됨
- (아날로그 노인) 시도해본 적은 없으나 스
스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인식
- (저소득 디지털 노인) 사용법을 익히는 데
는 문제가 없으나 요금이 비싸고 용이성
이 낮아 이용하지 않음
- (소신 있는 디지털 노인) 도시에 거주하고
스마트폰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소신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
∙ 인터넷 이용자(65.9%)의 이용 이유는 ‘일
상생활의 도움을 얻기 위해(36.0%)’, ‘시대
에 뒤떨어지는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
(25.2%)’, ‘가족, 손자녀와 좋은 관계 유지
를 위해(12.3%)’ 순으로 나타남
∙ 인터넷 비이용자(34.1%)의 비이용 이유는
‘사용할 줄 몰라서(40.7%)’, ‘무엇인지 잘
몰라서(21.2%)’, ‘필요성을 못 느껴서
(13.2%)’ 순으로 나타남
∙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스마트폰 사용에 매
우 만족하며 특히 자녀가 외국에 있거나
혼자 살고 있는 경우 만족감이 훨씬 높음
∙ 스마트폰을 통해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
해 알게 되고 사회적 존재를 확인함
∙ 가족들의 지나친 간섭, 과보호, 엄포를 경
험했거나, 스마트폰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는 환경에 있거나,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
요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참여자도 있음
∙ 고령층의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는 ‘이용할 필요성이 없어서(57.1%)’, ‘아
직 인공지능에 대해 잘 몰라서(38.4%)’,
‘이용할 기기/제품이 없어서(29.4%)’, ‘가
격/요금이 비싸서(27.4%)’, ‘이용방법이 어
려워서(17.1%) 등의 순으로 조사됨

자료: 제시된 선행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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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a)에서 고령층(만
55세 이상)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이용할 필
요성이 없어서’가 57.1%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고, ‘아직 인
공지능에 대해 잘 몰라서(38.4%)’, ‘이용방법이 어려워서(17.1%)’라는
응답과 ‘이용할 기기/제품이 없어서(29.4%)’, ‘가격/요금이 비싸서
(27.4%)’라는 응답을 보였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면, 노년층의
정보 미활용은 기기에 대한 접근성 및 비용 문제, 기기의 유용성 또는 필
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기기 이용방법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 다양한 원
인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3절 정보 활용과 노년기 삶
정보 활용과 노년기 삶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노년층의 삶의 만족
도, 삶의 질, 우울에 대한 정보 활용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며,
주요 연구는 <표 2-7>과 같다. 이윤정(2013)의 연구에서 컴퓨터 및 인터
넷 활용 여부와 핸드폰 소유 여부는 노인의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노인, 핸드폰을 소유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해서는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여부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핸드폰 소유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병주, 곽현주(2016)는 일반노인과 독거노인 집단을 구분하여 정보
활용과 삶의 질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정보 활용
은 삶의 질의 하위영역(정신･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환경)에 유의한

36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모색

정적(+) 영향을 미쳤고 영향력의 크기는 일반노인 집단보다 독거노인 집
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보 활용과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정
보 활용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
준다(황현정, 황용석, 2017; 이홍재, 박미경, 2020; 최형임, 송인욱,
2020). 구체적으로 황현정, 황용석(2017)의 연구에서 디지털 활용 수준
의 하위 차원인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역량, 디지털 활용은 노년층의 삶
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홍재, 박미경(2020)은 노년층의 기기 이용능력, 디지털 정보 질적 활
용,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PC와 모바일
기기에 대한 모형으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모형 모두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기 이용능력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디
지털 정보 질적 활용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PC
와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은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디지털 정보의 질적 활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최형임, 송인욱(2020)은 노년층의 디지털 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
기효능감은 디지털 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
하여 디지털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노인의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나고
높은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관계가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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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정보 활용과 노년기 삶 관련 주요 연구
구분

연구대상

이윤정
(2013)

전국 규모 만 65세
이상 6,774명

전병주,
곽현주
(2016)

만 61세 이상 252
명/충남, 충북 거주
자

황현정,
황용석
(2017)

전국 규모 만 65세
이상 993명

이홍재,
박미경
(2020)

만 65세 이상
615명

최형임,
송인욱
(2020)

만 60세 이상 396
명/D광역시 소재
노인복지관 이용자
중 PC 또는 스마트
폰 보유자

연구방법(자료)

주요결과
∙ 컴퓨터･인터넷 활용 여부는 노인의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자살 생각에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침
기존 통계자료
∙ 즉, 컴퓨터･인터넷을 활용하는 노인이 그
(2011년도
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 수준은 낮으
노인실태조사
나, 자살 생각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원자료)
∙ 핸드폰 소유 여부는 노인의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지만 자살 생각에는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정보 활용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일반노
인 집단과 독거노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
석함
∙ 두 집단 모두 정보 활용이 삶의 질의 하위
영역인 ‘정신･심리적 건강’ 영역, ‘사회적
설문조사
관계’ 영역, ‘환경’ 영역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 삶의 질의 하위영역에 대한 정보 활용의
영향력은 일반노인 집단보다 독거노인 집
단에서 더 크게 나타남
기존 통계자료
∙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역량, 디지털 활용
(2014년
은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정보격차지수
영향을 미침
및 실태조사)
∙ 기기 이용능력, 디지털 정보 질적 활용, 디
지털 기기 이용성과, 삶의 만족도 간 구조
적 관계를 PC와 모바일 기기로 나누어 검
증함
기존 통계자료
∙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PC 이용능력
(2018 디지털
과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의 직접효과는 통
정보격차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디지털 정보
실태조사
질적 활용을 통한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함
원자료)
∙ 두 가지 모형(PC/모바일 기기)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디지털 정보 질적 활
용의 직접효과와 디지털 기기 이용성과를
통한 간접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
∙ 디지털 활용능력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은 디지
털 활용능력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부
설문조사
분적으로 매개함
∙ 즉 디지털 정보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자기효
능감이 높게 나타나고, 높은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관계가 검증됨

자료: 제시된 선행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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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노화(aging)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퇴행적 발달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노년인구의
적응에 불리한 면이 있지만, 노화가 반드시 상실이나 쇠퇴 등의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노화는 성장과 획득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
기 때문에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습득이 반드시 노년인구에게 불
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노년인구 집단 내 특성에 따라 정보기술
습득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지속적인 교
육, 평생학습 등을 통해 노년기에도 정보기술 습득이 가능하다.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의 주요 인터넷
이용 기기는 스마트폰(74.0%)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활용 정도를 분야별
로 살펴보면,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80.2%, 사회적 관계 서비스
79.3%, 생활 서비스 73.8%로 비교적 높지만 정보 생산 또는 공유 활동률
은 38.4%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
률은 낮았다.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만 55세 이상 고령층의 현황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정보 활용 이용률은 위의 수
치보다 더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
진흥원, 2019a).
노년층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정보 활용에서 두드
러진 차이가 실증적으로 확인되며(장석준, 2016; 남궁현경 외, 2017; 주
경희 외, 2018; 장영은, 2019), 가구구성형태와 동거 가구원 수 등 가족
관련 요인 역시 노년기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현
정, 황용석, 2017; 주경희 외, 2018). 그리고 노년층의 정보 미활용은 기
기에 대한 접근성 및 비용 문제, 기기의 유용성 또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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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기기 이용방법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고
있었다(김명용, 2016; 이강진, 이설희,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
정보화진흥원, 2019a).
현재 우리나라 정보격차는 접근 격차를 넘어서 세대 간 및 세대 내의
정보 이용과 이용의 질로 인한 격차가 나타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는 특성을 고
려할 때, 노년층에서 정보 접근에 대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년층의 정보 접근, 이용(역량), 활용 차원에서 정보격차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보 활용과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정보 활용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였다(황현정, 황용석,
2017; 이홍재, 박미경, 2020; 최형임, 송인욱, 2020). 따라서 선행연구
를 통해 노년기 삶에서 정보 활용 증진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연구진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정보 활용으
로 인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영역에 대해 분석한 문헌을 찾을 수 없었
다. 대부분 기존에 조사된 이차자료를 이용하거나 특정 지역 차원의 설문
조사,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정보기기의 소지 여부, 활용실태, 인식 등
을 살펴보고 있을 뿐 정보화 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살아가
기 위해 어떠한 정보의 활용이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을 양적 및 질적 연구를 통해 다
각적으로 살펴보며, 일반 국민과 다른 노년기 일상생활 속 정보 활용의 범
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년기 디지털 소외를 해소할 수 있
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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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정보기술 지원 정책에 대한 국내 현황과 함께 독일, 일본의 사
례를 살펴본다. 해외사례의 경우 활용가능한 정보화 관련 정책 자료가 매
우 제한적이므로 이들 자료의 접근 및 이용가능성을 가장 염두에 두고서
사례 국가를 선정하였다. 먼저 독일의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독일은 최근 ‘노인과 디지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인에 대한
디지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
령화 수준이 높은 국가이면서 우리나라와 인접하여 유사한 동양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례연구에서 중요하다.

제1절 한국
1.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의 세대 간 디지털 격차 현황
한국의 세대 간 정보 이용과 정보격차 현황은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살
펴본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한국의 세대 간 정보격차 특성을 디지털
활용 측면에서 OECD 회원국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OECD(2019)에 의하면, 한국의 16~74세의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다. 해외사례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 성인(16~74세)의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일본과 유사하고 독일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정
부가 지향하고 있는 디지털 강국 구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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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한국 노인은 교육수준별로 인터넷 이용 차이가 있는데, 고학력 노인이
저학력 노인보다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 높다. 이러한 노인 집단 내에서의
교육수준별 인터넷 이용 간극은 OECD 회원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다. 세대 간 인터넷 사용 격차뿐만 아니라 노인 세대 내의 교육수준별 인
터넷 사용 격차가 나타난다는 것은 노년층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
력에 있어 노인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3-1〕 주요 OECD 회원국의 연령별 및 교육수준별 인터넷 이용자 비율

자료: OECD(2019). Measur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A Roadmap for the Future, p.
189에서 재인용. https://read.oecd.org/10.1787/9789264311992-en?format=pdf (2
020.11.19. 인출).

디지털 기술이 풍부한 환경에서 문제해결을 하는 데 능숙한 수준은 국
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세대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16~25세의 문제해결 능숙도는 60% 이상인 반면,
55~65세의 경우 5% 이하로 나타났다(OECD, 2019). 독일과 일본의 세
대 간 격차가 한국에 비해 작은 편인데, 이들 국가의 16~25세의 문제해
결 능숙도가 한국보다 낮지만 55~65세의 문제해결 능숙도는 한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이 점점 풍부해지는 환경을 감안한다면, 고령
층의 디지털 문제해결 능력 개선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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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주요 OECD 회원국의 연령별 디지털 기술 문제해결 능숙도

주: 디지털 기술이 풍부한 환경에서 문제해결을 하는 데 능숙한 개인의 비율임.
자료: OECD(2019). Measur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A Roadmap for the Future,
p.129에서 재인용. https://read.oecd.org/10.1787/9789264311992-en?format=pdf
(2020.11.19. 인출).

디지털의 활용 측면에서 인터넷 사용 물품 구매율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은 일상생활에서 세대 간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 차이가 있으며,
특히 한국은 세대 간의 격차가 매우 높다.
최근 12개월 내에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해 본 적이 있는 개인
을 젊은 세대(16~24세)와 노인 세대(55~74세)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미
국,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은 연령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는 데 반해
한국은 비교 국가들 중 연령집단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
터넷 사용 물품 구매율이 한국 젊은 세대(16~24세)의 경우 80%가 넘지
만, 한국 노인 세대(55~74세)의 경우 20% 수준에 불과하여 세대 간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OEC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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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주요 OECD 회원국의 인터넷 사용 물품 구매율에 대한 세대 간 차이

주: 최근 12개월 안에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는 개인의 비율임.
자료: OECD(2019). Measur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A Roadmap for the Future,
p.125에서 재인용. https://read.oecd.org/10.1787/9789264311992-en?format=pdf
(2020.11.19. 인출).

2. 정보기술의 발달과 사회적 위험
정보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1946년 세계 최초로 대형 전자식 컴퓨터인 에니악(ENIAC; 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alculator)이 개발된 이후, 1980년대 이
후 소형화된 개인 컴퓨터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 1990년대 이후 휴대폰
보유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김진묵, 2014, p.56; LG U+ 유플러스 블로그, 2015.5.12.).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정보격차를 발생시키게 된다.
정보격차는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
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하며(「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9호), 정보통신기술을 접
할 기회가 적었던 후기 고령층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인구의 92.2%가 스
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만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64.1%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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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을, 64.9%는 인터넷뱅킹을 이용(모바일기기를 통한 이용률은
61.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의 대다수가 모바일기기를 가
지고 있고, 쇼핑･금융의 핵심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하지만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역량과 활용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2
019년 기준으로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접근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90.
6%로 일반 국민과의 차이가 작은데 반해, 역량 수준과 활용 수준은 각각
51.6%과 63.9%로 낮았다. 이들 접근, 역량, 활용을 종합한 수준은 64.
3%에 불과하다.3)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역량과 활용 수준은 장애인, 저
소득층, 농어민 등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서도 낮았다. 이는 60세 이상 가
구주의 컴퓨터 보유율 39.9%, 일반 국민 대비 고령층 인터넷 이용률은 7
4.0%에 불과하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
화진흥원, 2019a).
이러한 세대 간 정보격차는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으
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김나정, 2020; 정
준화 외, 2020). 우리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려는 문화를 형성하며, 비대면 기반 안전 정보 및
마스크 구매 정보 제공, 온라인 일상생활용품 구매, 음식배달 앱, 키오스
크 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보화 수준이 낮은 노년층
은 이들 비대면 기기와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끼고 부득이
하게 대면･접촉 수단을 이용하면서 코로나 19의 감염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즉 노년층의 낮은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서
서 건강, 생명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층의 디
지털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3) 디지털정보화수준은 정보, 역량, 활용 차원의 3가지 하위 개념으로 구성된다. 접근 수준은
컴퓨터･모바일 기기의 보유 및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 역량 수준은 컴퓨터･모바일 기기
의 기본 이용 능력, 활용 수준은 컴퓨터･모바일 기기･인터넷의 양적/질적 활용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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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대응
가. 법제도 현황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육성과 동시에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
기 위해 관련 법 제도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
부는 2001년 1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법률 제6356호)」을 제정하
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이용이 어려
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과 정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법은 관련 시책 강
구, 기술개발 촉진,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정
보화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즉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정
보통신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후 정보화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2009년 5월 「국가정
보화 기본법(법률 제9705호)」이 제정되면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
률」은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이 법에서 흡수･통합하였다. 국가정보화 기
본법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을 포함하여, 정보 이용의 건
전성･보편성 보장(제4장 제1절)을 위해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제31
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제32조), 정보격차의 해
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제33조), 정보통신제품의 지원(제34
조),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시행 등(제35조)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정보
격차 해소 교육의 종류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데, 컴퓨터와 인터넷 등에
관한 기본교육,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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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 내용을 담고 있다(시행령 제
34조제4항).

나. 정보화 관련 기본계획4)
정부는 정보화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에
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정보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정보화 정책의 흐름을 살펴본 후, 최근 시행 중인 국가정보화 기본계
획에서 디지털 불평등 완화 정책, 2020년 새롭게 마련된 디지털 포용 추
진계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가정보화 정책 경과
정부는 정보화를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국가와 사회 전체
를 아우르는 정보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기별로 이러한
단계별 정책이 달라지고 있는데, 1994~2002년 기반 마련, 2003~2007
년 분야별 고도화, 2008~2012년 연계･통합, 2013~2017년 융합･확산,
20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능화 단계로 구분된다(관계부처 합동,
2018, p.7).
단계별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반 마련 단계(1994~2002년)
는 제도적 기반 강화 및 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며, 정보화촉진기본
법 제정, 행정･교육 등 파급효과 큰 분야 중심 정보화 추진으로 지식･정
보를 활용한 국가 전반의 생산성 향상, 초고속 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및
국민 인터넷 이용 보편화 등을 실시하였다. 분야별 고도화 단계

4) 주로 관계부처 합동(2018)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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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7년)는 분야별 정보화 추진 및 전자정부 구현이 목표이며,
G2B, 물류･항만, 중소기업 정보화 등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촉진, 정
보화교육 기회 확충을 통한 전 국민 정보 활용능력 제고 및 보편적 인터
넷 접근 환경 마련, 정부 업무처리 전자화, 전자민원, 온라인 서비스 확대
를 추진하였다. 연계･통합 단계(2008~2012년)는 정보시스템 연계 및 정
보자원 통합을 목표로 하여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광대역통합망 구축 등
ICT 인프라 고도화 추진, 스마트 전자정부 및 정보자원 통합으로 세계 최
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융합･확산 단계(2013~2017
년)는 ICT와 타 분야 융합을 통한 첨단 서비스 실현을 핵심으로 하여 빅
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와 전통산업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지능
정보사회 도래에 선제적 대응 환경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창의적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창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다. 지
능화 단계(2018년~현재)는 제6차 정보화기본계획(2018~2022) 수립을
통해 초연결 지능화를 핵심으로 하며, ‘지능화로 국가 디지털 전환’, ‘디
지털 혁신으로 성장동력 발굴’, ‘사람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조성’, ‘신뢰
중심의 지능화 기반 구축’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초연결
(hyper-connectivity) 지능화는 인터넷과 컴퓨터 기반의 ‘정보화’ 사회
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과 사물이 IoT와 클라우드로 연결되고(초연결) 지
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학습하여 AI가 지적 판단을 하는(지능화) 것
을 의미한다(관계부처 합동, 2018, p.1).
이러한 단계별 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 사회는 현재 산업화 추격(catch
up)에서 정보화 주도(lead), 나아가 지능화 선도(pioneer)를 통해 지능
정보화로의 국가정보화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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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국가정보화 정책 경과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 p.7. https://www.msit.g
o.kr/SYNAP/skin/doc.html?fn=0197f231821650c50756c25d0dd64356&rs=/SYNA
P/sn3hcv/result/ (2020.10.15. 인출).

한편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1999년 국
민정보화교육 종합계획 수립, 2000년 1,000만 명 정보화교육 계획을 시
행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한 바 있다. 또한 정보화 초기(2001~2005
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제공하고 점차 정보화가 성숙
(2005년~)함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보
격차 해소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6차 국가정
보화 기본계획(2018~2022)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차별 없는 정보이
용환경 조성, 취약계층 지능정보역량 제고, 취약계층 경제･사회 활동 참
여촉진을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디지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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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디지털 불평등 완화 정책5)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정보 취약계층 확대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정보 접근 기
반 확충, 정보 활용 역량 강화 지원,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와 연계를 통
해 모든 국민이 함께 디지털의 혜택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실현하
고자 하고 있다.
먼저 정보 접근 기반 확충 관련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차별없는 정보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대과제 아래 정보접근성 보장 확대, 정보기기 보급
및 서비스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정보접근성 보장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
는 모바일 앱 접근성에 대한 품질인증제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 정보취
약계층이 주 이용시설의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원, 무인 정보단말기
(키오스크) 운영 시 가이드라인 적용 권장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
기기 보급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는 장애인 대상 지능형 정보통
신 보조기기의 보급ㆍ임대 확대 및 보급 절차의 간소화 지원, 정보 취약계
층 대상 IoT와 AI 등을 이용한 생활편의 기술(Able Tech)을 개발하는 사
회적 기업 등 지원, 통신업체 등과 협력하여 AI 및 IoT가 적용된 지능 정
보기기의 보급과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정보 활용 역량 강화 지원 관련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취약계층
지능정보역량 제고’라는 대과제 아래 취약계층 대상 기초교육 실시를 위
한 여건의 확충, 일상생활 중심의 정보역량 강화가 주요하게 추진되고 있
다. 기초교육 여건과 관련한 세부과제는 전국의 우체국, 도서관 등에서
인터넷 비이용자 대상의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및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자원봉사자와 장애인 대상 1대 1 매칭의 디지털 정보기기

5) 관계부처 합동(2018)의 pp.83-86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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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기초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농촌 주민,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
상으로 재능 기부 방식으로 PC 점검 지원,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용, 소
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상생활 중심의 정보역량 강화 관련 세
부과제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체계로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최적의 교
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고령층 대상 비대면 거래 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AI, VR 등 신기술
체험 교육을 통해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 역량을 제고한다. 이
들 대상 교육은 관련 기업이나 협회, 유관기관 등과 MOU 체결 및 연계
등을 통해 교육자원 공동 활용 등 민간협력 하에 ICT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와 연계와 관련된 추진과제를 살펴
보면, ‘취약계층 경제･사회활동 참여 촉진’이라는 대과제 아래 경제활동
역량 제고, ICT 기반 사회적 기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활동 역량 제고는 고령층,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정보 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ICT 전문교육을 지원하여 사회적 기업 등의 취･창업, 소
외계층 대상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아가
일자리 및 소득창출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
으로 고령층 대상 ‘어르신 ICT 선도자’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ICT 활
용 교육과 상담, 교육 콘텐츠 제작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대상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접근성 수
준을 점검･개선 지원하는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ICT 기반 사회적 기
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 지원은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ICT 기반의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업무용 보조기기와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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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6)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사회･경제의 디지털화가 빠
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디지털 역량의 차이는 사회･경제적 불평
등과 차별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부처 차원의 디지털 포용실현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에서 정부가 정의한 디지털 포용은 단순히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넘어서서, “국민 모두가 디지털 사회에 대한
참여 동기를 가지고, 디지털의 혜택을 능동적으로 찾아 누리는 보다 적극
적 차원”의 사회 전체의 노력을 의미한다(관계부처 합동, 2020, p.9).
정부는 디지털 포용 실현을 위해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포용적 디
지털 이용 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등 4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노년기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
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주민센터 등 집 근처 생활
SOC에 ‘디지털 역량교육 센터’를 연 1천 개소 운영(순환운영)하여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한다. 디지털 교육은 일상생활 관련
기차표 예매, 모바일 금융･전자정부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활용
기술, 인터넷 사용 예절, 사이버폭력 및 허위정보 판별 등 소양 교육, 과
의존 및 사이버범죄 예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디지털 교육에 대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3-1>을 참조하기 바란다.

6) 주로 관계부처 합동(2020)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제3장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55

<표 3-1> 디지털 기본역량 강화교육(예시)
구분

주요내용

활용

생활밀착형 디지털 활용기술(예시: 기차표 예매, 온라인 쇼핑, 모바일 뱅킹) 등

소양

인터넷 사용예절, 사이버폭력･허위정보 판별 교육 등

예방

과의존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등

참여

동영상 제작, 블로그 운영 등 정보 공유 활동, 온라인 참여 활동 등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p.14. http://www.korea.kr/common/dow
nload.do?tblKey=GMN&fileId=191410802 (2020.10.15. 인출).

둘째,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과 함께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스마트 기기와 통신요금을
지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
약 4만 1000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고, 농어촌 마을 1300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스마트 기기는
2021년 1만 대 우선 보급 후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범위를 단
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소프트웨어 표준 모듈을 개발하
여 민간에 보급 및 확산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표준 모델의 단계적 보
급 및 확산은 2021년 요식업, 교통, 2022년 병원, 마트, 2023년 대학,
문화(영화관 등) 부문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정보 취약계층이 민
원창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패드 등 지능정보
기술을 2020년부터 민원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셋째,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활동량 감지센서 등이 내장된 최신 응급장비를 보급하여 비대면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 낙상, 감염병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
응할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령층, 장애인의 가정은 202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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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만 대, 양로･장애인시설은 2020년 100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
까지 누적 612개소에 호흡･맥박･활동 감지센서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다. 정보화 정책 사례
노년층 대상 정보화 정책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노인의 정보화 역
량을 제고하는 데 맞춰져 있다. 그러나 노년층 대상 정보화 정책은 개별
사례를 발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층 정보화교육7)
고령층 정보화 교육 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고령층의 정보 취약성 대응
정책이다. 이 사업은 고령층 대상 IT 활용능력 향상을 통해 세대 간 정보
격차 해소 및 사회경제적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복지로 홈페이지, 2020a).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
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에 따라 고령층,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고령층 정보화교육의 목적은 1) 고령층 정보
화교육 실시로 지식정보화 시대의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2) 고령층의 사
회․경제적 참여기회 확대와 고령인력의 생산적 활동을 통한 활력 증진이
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8)
고령층 정보화교육의 사업내용은 1) 민간단체 중심의 고령층 정보화교
7)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고령층 정보화교육 – 교육과정의 내용을 주로 참조
하였다. https://www.itstudy.or.kr/aged/education/EduInformation.asp (2020.12.
15. 인출).
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고령층 정보화교육 – 사업목적의 내용을 참조하였
다. https://www.itstudy.or.kr/aged/index.asp (2020.12.1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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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지원, 2) 어르신 IT 봉사단 운영, 3) 어르신정보화 행사 개최이다.
고령층 정보화 교육의 대상은 55세 이상이며, 교육대상은 수강료 및
교재비에 대한 비용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장
소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민간단체 정보화교육기관인데, 주로 노
인 단체,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한글, 인터
넷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초 및 실용과정으로 구성되며, 집체교육
형태로 제공된다.

<표 3-2> 고령층 정보화교육 과정 개요
구분

교육대상

기초과정

초급자

실용과정

기초과정
이수자

세부내용
윈도우, 인터넷, 한글 기초
인터넷 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스마트폰 활용 등

주: 교육기관마다 교육과정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 고령층 정보화교육 – 교육과정의 내용을 참조하여 연구진
재구성. https://www.itstudy.or.kr/aged/education/EduInformation.asp (2020.12.
15. 인출).

어르신 IT봉사단은 정보화 경험과 지식이 있는 고령층이 교육봉사라는
사회 활동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봉사단 단원은 연령과 정보화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고 운
영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 선발된다. 봉사단 단원의 연령 기준은 55
세 이상, 정보화 수준은 일정 수준의 정보 활용 능력이다. 봉사단원이 소
속되어 교육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기관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고령층 대상 IT 관련 봉사단체이다. 이들 운영기관은 봉사단
단원의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정보화 수준을 갖춘 조직을 구성할 수 있
어야 하며, 교육봉사 수혜자인 고령자 수혜 대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참
여 가능하다. 봉사단의 주된 활동장소는 경로당, 노인교실, 마을회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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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 등이며, 활동내용은 경로당을 방문하여 인터넷 기초, 스마트폰 활
용, 동영상 제작 등에 대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
어르신정보화 행사 개최는 고령층 대상의 정보화 행사(‘어르신정보화
제전’)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보화 교육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고자 추진되고 있다. 행사는 시도별로 실시하는 어
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예선 대회 통과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전국 본선
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한다.

2)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9)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저소득 성인 학습자가 희
망하는 학습 활동을 계획･결정한 후 자율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다. 즉 평생교육 바우처는 저소득 가
구 성인에게 평생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
권이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연령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령은
만 19세 이상,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이다. 지원내
용은 연 1회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5만 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에 한해 지원하며, 학습활동을 위해 초과되는 비용은 개인부
담이다.

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https://
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html&bcode=EADAEFA&bmode=list
&idx=EADAEFA (2020.11.1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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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10)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정보화 생활을
지원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이며, ‘중증장애인 우선, 저
소득층 우선, 구직자･학생･취업자 순,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가
높은 자’의 요건을 종합･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규 신청자는 우
선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하는데,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장애인의 경우 90%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 사업에
서 지원하는 품목은 <표 3-3>과 같다.

<표 3-3>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
구분
시각장애
지체･뇌병변 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원 품목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2020b).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http://bokjiro.g
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32 (2020.11.19. 인출).

10) 복지로 홈페이지(2020b)에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의 내용을 참
조하였다.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32
(2020.11.19. 인출).

60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모색

4) SKT 스마트폰 활용 교육11)
민간기업인 SK텔레콤의 지원으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세대공
감! 행복한 모바일 세상!’이라는 사업명으로 2019년 노인들의 정보격차
를 해소하기 위해 SK 대학생 자원봉사자(SUNNY)를 활용한 노인 대상 1
대 1로 스마트폰 활용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SKT 스마트폰 활용 교육은 1･3세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노인이
사회와 소통하고 참여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통합적인 사회
구현을 이루고자 기획되었으며,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회원기관 지
역 내 16개 노인복지관에서 교육을 제공하였다.

제2절 독일
1. 독일의 디지털 격차 현황
가. 독일 노인의 디지털 활용 실태 변화
독일은 1990년대 말부터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보급되기 시
작하면서 이후 이용률이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 〔그림 3-5〕에서 살펴보
면, 60~69세 노인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
다가 2009년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70세 이상 노
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2012년과 2018년 사이에 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

11)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민간단체기금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http://
www.kaswcs.or.kr/sub01/sub0103_03.php (2020.11.1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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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8년을 기준으로 60~69세 연령대 노인들의 80%, 70세 이상 노인
들의 60%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2010년 이후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100%에 가까운 이용률을 보이는 청장년 연령대의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독일의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추이

자료: Stadlmayer, F. & Giesel, J(2019.11.15). Offline – und abgehängt? https://www.faz.
net/aktuell/wirtschaft/digitec/digitalisierung-im-alter-internetnutzung-der-seni
oren-16432678.html (2020.9.16. 인출).

나. 독일 노인의 디지털 활용 차이
독일 노인 집단 내에서의 디지털 격차 문제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은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으나 모든 노인들이 접근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학력, 소득, 성별 등에 따라 이용 능력이 다르게 나
타난다.
아래 〔그림 3-6〕에서 살펴보면, 2002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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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집단 및 학력수준별 인터넷 이용률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디지털 활용의
세대 간 격차가 줄어든 대신, 노인 집단 내에서의 학력수준별 격차가 부
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43~66세는 학력수준별 인터넷 이용 격
차가 비교적 적은 반면, 67세 이상 인구에서 학력수준별 격차가 매우 크
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학력수준별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79~84세 연령대에서는 고학력 집단의 인터넷 이용률(66%)이 저학력 집
단(30%)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독일 중고령층의 연령별 및 학력수준별 인터넷 이용률 차이

원자료: Huxhold & Otte(2019). Internetzugang und Internetnutzung in der zweiten Lebe
nshälfte. p.7. https://www.ssoar.info/ssoar/bitstream/handle/document/65804
/ssoar-2019-huxhold_et_al-Internetzugang_und_Internetnutzung_in_der.pdf?s
equence=1&isAllowed=y&lnkname=ssoar-2019-huxhold_et_al-Internetzugang
_und_Internetnutzung_in_der.pdf (2020.9.15. 인출).
자료: Endter, Hagen, & Berner(2020). Ältere Menschen und ihre Nutzung des Internets.
Folgerungen für die Corona-Krise. p.4의 내용을 번역하여 연구진 재구성. https://ww
w.demenz-sh.de/wp-content/uploads/2020/04/Fact_Sheet_Corona4_Digitalisier
ung.pdf (2020.9.15. 인출).

학력수준별 격차는 인터넷 이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활용의 내용 면에
서도 차이를 가져온다. <표 3-4>에서 보면, 고학력 집단은 저학력 집단에
비해 정보검색, 은행업무, 쇼핑, 개인 컨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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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로 활용하고, 저학력집단은 정보검색, 은행업무, 개인 컨텐츠 제작
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 엔터테인먼트를 목적으로 인터
넷을 활용하는 비율이 다른 학력수준보다 높았다.

<표 3-4> 독일 성인의 학력수준별 인터넷 활용 분야
(단위: %)
구분

저학력

중학력

고학력

정보검색

51.1

61.5

79.1

친구, 지인, 친인척과 연락

63.1

58.7

67.8

엔터테인먼트

44.4

33.0

35.7

은행업무

11.6

20.1

29.2

쇼핑

3.9

7.6

10.6

사회적 관계 구함

5.6

7.5

5.9

개인 콘텐츠 제작

2.0

4.4

7.6

주: 2017년 43~84세의 성인 대상임.
자료: Huxhold & Otte(2019). Internetzugang und Internetnutzung in der zweiten Lebens
hälfte. p.14. https://www.ssoar.info/ssoar/bitstream/handle/document/65804/ss
oar-2019-huxhold_et_al-Internetzugang_und_Internetnutzung_in_der.pdf?sequ
ence=1&isAllowed=y&lnkname=ssoar-2019-huxhold_et_al-Internetzugang_und_
Internetnutzung_in_der.pdf (2020.9.15. 인출).

한편 노인의 디지털 활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60세 이상 노인
을 기준으로 동독의 모든 연방주(베를린을 제외)가 서독에 비해 인터넷
이용률이 낮았다. 심지어 서독에서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낮은 바이에른
과 비교하더라도 동독의 모든 연방주의 60세 이상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
은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독일에서 노인
의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독 연방주인 브레멘(65%)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동독 연방주인 튀링겐(43%)으로 나타났다(Doh,
2019, p.23). 이외에도 성별, 소득수준, 동거여부 또한 노인의 인터넷 이
용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Doh(2019)는 매년 디지털 사회의 진
전 수준을 조사하는 ‘D21-Digital-Index’의 2018년 결과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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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인구 중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는 집단과 낮은 이용률을
보이는 집단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남성, 서독 거주, 높은 교
육수준, 높은 소득수준, 가족 동거의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인터넷 이용
률은 90%를 넘는 반면 여성, 동독 거주, 낮은 교육수준, 낮은 소득수준,
독거 상태인 경우 인터넷 이용률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3-5> 독일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인터넷 고이용 집단

인터넷 저이용 집단

인터넷 이용률

90% 초과

10% 미만

성별

남성

여성

거주지역

서독 거주

동독 거주

교육수준

높은 교육수준

낮은 교육수준

소득수준

높은 소득수준

낮은 소득수준

거주형태

가족 동거

독거

특성

자료: Doh(2019). Internetnutzung im Alter. Ergebnisse aus dem D21-Digital-Index zu D
eutschland zwischen 2002 und 2018. p.25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재구성. https://ww
w.wissensdurstig.de/wp-content/uploads/2019/04/doh-internetnutzung-d21_20
18.pdf (2020.9.14. 인출).

이러한 결과를 통해 디지털 활용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독일의 노인
집단 안에서 격차가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활용
의 학력 격차가 고연령으로 갈수록 심해지며, 학력뿐만 아니라 거주지역,
성별, 소득 수준, 거주형태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노
인 맞춤형 관련 교육 기회 확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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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정책 대응
가. 정부의 노인 디지털 활용 지원 정책
1)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정책과 노인 디지털 교육
2015년 5월부터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는 성공적이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적 노화(Acti
ve Ageing) - 생애전환기를 기획하기’라는 원탁회의를 조직하고 시민사
회 대표와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담당자로 구성된 3개의 실무그룹을
구성하였다(BMFSFJ, 2017). 2017년까지 이어진 원탁회의에서는 퇴직
후 생애전환기를 개인적,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3개의 실무그룹 중 하나인 ‘노인과 노인을 위한 교육’
분과에서는 특히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적 지원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였다
(ISS e. V., n. d.).12) 디지털 미디어의 유용성과 위험성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스템 보안은 기능성과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모두 보장되어야 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개발 단계부터 노인을 공동 개발자로서 참여
시킬 것을 권고하였다(BMFSFJ, 2017, p.15).

12) ISS e. V.는 Institut für Sozialarbeit und Sozialpädagogik eingetragener Verein
의 약자로 자세한 내용은 Digitalisierung und Bildung für ältere Menschen을 참조
하기 바란다. https://www.iss-ffm.de/themen/alter/projekte/digitalisierung-undbildung-fuer-aeltere-menschen (2020.9.17.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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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차 노인보고서 ‘노인과 디지털화’
연방정부에 의해 위촉된 독립된 전문가 위원회에 의해 발간되는 ‘노인
보고서(Altenbericht)’는 1994년 1차 발간 이후 2020년 8차에 이르기
까지 독일 노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 왔다. 매 발간시기마다 노인의
주거, 후기고령인구와 치매 등 당시의 가장 시의성 높은 주제를 다뤄온
노인보고서는 8차 작업을 앞두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신에 따른 노
인 생활 변화와 기회에 주목하였다.13) ‘노인과 디지털화’라는 주제로 2년
여 동안 전문가 위원회의 작업을 거친 결과, 8차 노인 보고서의 주요 내용
이 2020년 8월 12일 소개되었다. 보고서 작업을 위해 발족된 전문가위
원회는 디지털화된 사회에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새
로운 기술 발달의 효용을 누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권고안은 정부의 논의를 거쳐 법안
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노인보고서 위원회는 무엇보다 ‘디지털 격차(Digitale Kluft)’를 우려
하면서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기술
을 받아들이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구매력과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13) 독일 연방 국회(Deutsche Bundestag)는 1994년부터 노인정책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 입법 기간마다 ‘노인보고서(Altenbericht)’를 제출
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연방정부는 독립적인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년여 기
간 동안 각 분야 전문가,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를 작업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정책 권고안은 의회와 대중에게 전달된다. 노인보고서의 발간은 정부
관련 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와 비영리기관들에도 각종 노인 대상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
는 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관련 주제에 대해서 학술적, 정책적 공론화 되는 계기
가 된다. 지금까지 노인보고서는 1993년 ‘노인의 생활사정’을 시작으로 2차 ‘노년의 주
거(1998년)’, 3차(1998년) ‘노인과 사회-독립적, 활동적, 생산적 노화를 위한 개인적,
사회적 지원’, 4차(2002년) ‘후기고령자의 위기, 삶의 질, 지원’, 5차(2006년) ‘경제와
사회에서의 노인의 잠재력’, 6차(2010) ‘사회의 노인상’, 7차(2016년) ‘지자체의 우려와
공동책임’을 다루었다(자료: BMFSFJ(2020). p.51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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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정부에 대한 정책 권고와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BMFSFJ, 2020).

<표 3-6> 노인과 디지털화의 주요 권고 내용
1) 연방 정부의 ‘디지털화 기획(Digitalisierung gestalten)" 실행 전략에서 노인을 우선
적으로 고려: 디지털화 관련 정부의 정책에서 ‘노인과 디지털화’ 주제를 별도 영역으로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함
2) 모든 사람이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고 사용가능하도록 함: 교육수준과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함. 이를 위해 노인이 거주
하는 다양한 주택형태(개인 주택, 돌봄주거시설, 요양시설 등)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
도록 하며, 공공장소와 공공시설에서 무료 인터넷 활용, 저소득층의 활용을 높이기 위
한 노력 등을 주문함
3) 세대 간 교류를 위한 디지털화 가능성 촉진: 디지털화가 세대 간 격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교류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 연방주, 지자체가 노력해야
하며, 특히 지자체는 세대 간 교류의 장을 여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4) 디지털 주권 강화: 디지털주권은 디지털 기술을 스스로 결정하고 정보를 안전하고 책
임감있게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디지털기술에 대한 경험이 없는 노인들의
디지털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참조 모델과 단일의 품질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그리고 실제 또는 가상 학습 및 실습공간을 만들고 홍보할
것을 주문함
5) 디지털 기술을 수발수요자와 수발제공자를 위한 기회로 활용: 연방보건부는 E-health,
원격진료, 수발의 디지털화에서 수발수요자의 요구를 더 고려해야 함. 디지털기술을 수
발에 적용하는 전략의 목표는 노인들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독립적이고, 참여적이며, 인
간적인 수발을 받는 것이어야 함. 인간의 돌봄을 정기적으로 대체하는 수준은 적절하
지 않으며 선택 가능해야 함. 또한 연구 및 산업계는 비공식, 공식 수발자의 업무부담
을 완화하며,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을 요구받음. 정치권과 감독
기관들은 관련 제품설계에 필요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야 함
6) 지자체 수준에서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킴: 지자체
가 지역의 디지털 전략 개발을 촉진해야 하며, 특히 디지털화의 잠재력은 이웃 간의 연
결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데 활용되어야 함. 연방정부
는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함
7) 노인과 관련된 직업군에서 디지털 기술 장려: 건강, 수발, 사회복지, 건축, 수공업, 무
역, 보험회사, 은행 등 직업영역은 노인의 삶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분야임. 따라서 해
당 직업영역 종사자의 디지털 기술 습득과 디지털화가 이들의 업무수행과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전문직업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보장하는 법과 규
정을 도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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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디지털화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토론 활성화: 디지털화 및 관련 사회 변화가
가져오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수발, 돌봄
기관에서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서 윤리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적절한 구조와 시간적
여유, 전담창구 등의 여건을 만들고, 여기에 노인과 가족, 사회적 네트워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9) 디지털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서 노인의 역량 및 요구 고려: 노인의 디지털 활용 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인들의 능력, 필요와 요구, 생활사정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
다. 무엇보다 (디지털) 기술개발에 노년학, 노인의학, 노인의 사회 및 수발 관련 지식을
통합하는 등 학제 간 연구 형식을 장려할 것을 권장함
10) 혁신과 혁신 전파를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 정부는 디지털을 활용하여 노인의 자기결정
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함. 지원범위는 디지털 기기와
장비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 교육, 동행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함. 지
원 주체로는 연방, 건강보험공단, 재건은행 등에 의한 재정지원이 고려될 수 있음
11)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 보안, 데이터 투명성, 경제성, 사용자 친화
적 설계 관련 (사전)검증을 요구함. 검증 결과는 소비자들에게 품질인증마크 등의 형식
으로 공개되어 생산자들이 소비자친화적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유인이 되도록 해야 함
12) ‘노인과 디지털화’ 모니터링 도입: 생활, 이동성, 사회통합, 건강, 돌봄 및 근린 생활 등
여러 삶의 영역에서 디지털화와 노인 관련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제도화할 것. 이는 노
인 관련 디지털 전환 과정을 지켜보고 평가하며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함임
자료: BMFSFJ(2020). Ältere Menschen und Digitalisierung: Erkenntnisse und Empfehlun
gen des Achten Altersberichts. pp.41-49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https://www.achteraltersbericht.de/fileadmin/altersbericht/pdf/Broschuere-Achter-Altersbericht.p
df (2020.9.15. 인출).

디지털기술의 활용은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물리적인 이동성이 제한되는 노인의 경우 디지털 활용
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는 새
로운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학습을 통해 익혀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위원회의 권고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 과정에서
인구 고령화 현상이 필수적으로 고려될 것을 전제로 하여 노인의 디지털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노인은 물론 노인
관련 종사자들의 디지털 활용 증진을 위한 교육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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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교육과 시민단체의 역할: BAGSO의 역할을 중심으로
노인의 디지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BAGSO(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Seni
oren-Organisationen e.V: 독일노인단체연방협의체)는 노인 교육과 관
련해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제도적, 정
책적 지원을 받아 노인에 대한 디지털 교육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역할은 민간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아젠다 제
시, 관련 입법 추진 등에 한정되며, 사업의 주체로서 역할하지 않는다.
BAGSO는 노인 관련 120여 개의 단체, 조직, 자조그룹들이 소속되어
있는 비영리민간기구로서 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기결정적인 삶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BAGSO는 독일 정부와 협력하여 2009년부터 노인의 디지털 교육에 가
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4)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방경제기술부와
의 계약으로 ‘인터넷 알기(Internet erfahren, 인터넷 에어파렌)’라는 프
로젝트를 통해 독일의 디지털 통합(digitale Integration)을 위한 캠페인
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은 인터넷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온라인 활용 방법을 전수하되, 가장 가까운 개인적 인적자원을 통해서 전
달되도록 하였다. 2012년부터 BAGSO는 역량센터 ‘기술-다양성-기회균
등’(Kompetenzzentrum Technik - Diversity - Chancengleichhei
t)과 ‘디지털 기회 재단’(Stiftung Digitale Chancen)과 함께 계속해서
디지털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2부터 매년 골든 인
터넷대상(Goldener Internetpreis) 행사를 개최하고, 2013년 ‘노인-기
술-대사’(Senioren-Technik-Botschafter)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사
14) 아래 내용은 BAGSO(2019b) p.29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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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확장해 왔다. 2015년부터는 인터넷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상시적인
정보제공과 관련자들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5년부터 운영중
인 사이트인 Digital-Kompass(www.digital-kompass.de)15), 2017
년에는 비센스두루스티히 포털(wissensdurstig.de)16)이 활발하게 운영
되고 있다.

〔그림 3-7〕 서비스센터 ‘노인을 위한 디지털화와 교육’ 설립

자료: BAGSO(2019b). Gemeinsam lernen: analog und digital. FACHTAGUNG der Service
stelle „Digitalisierung und Bildung für ältere Menschen‟. p.17. http://wissensdursti
g.de/wp-content/uploads/2019/11/1a_die-servicestelle-digitalisierung-und-bild
ung-stellt-sich-vor.pdf (2020.9.15. 인출).

15) 노인 및 노인 대상 인터넷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 비공식 교육제공자를 위해 교육 방법
안내, 자료 제공과 더불어 정기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관련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현상으로 인해 화상모임을 통해 교류하고 있다.
Digital-Kompass(2020). Digitale Angebote vor Ort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https://www.digital-kompass.de/sites/default/files/2020-08/Standorttermine_S
eptember_2020.pdf (2020.9.15. 인출).
16) 한국어로 번역하면 ‘배움에 대한 열망’, ‘학구열’의 의미이며, 독일 전국의 노인을 위한
교육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또한 교육자를 위해 노인 디지털 교육
과 일반교육을 위한 방법,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BAGSO(2019a). Bildung und D
igitalisierung für ältere Menschen: Im Fokus: Ländlicher Raum. p.31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https://www.bagso.de/fileadmin/user_upload/bagso/06_Veroeffentl
ichungen/2019/BAGSO_Themenheft_Laendlicher_Raum.pdf (2020.9.1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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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또한 노인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담창구로 서비스
센터 ‘노인을 위한 디지털화와 교육’을 설립하였다. 서비스센터 ‘노인을
위한 디지털화와 교육’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지원으로
BAGSO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웹사이트 ‘wissensdurstig.de’를 통해 노
인과 노인 교육 제공자를 위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은 물론
현장에서 노인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과 네트워킹을 지
원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활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길잡이 프로그램 진
행, 출판물 제작, 서비스 전화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 코로나19와 노인 디지털화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겪으면서 변화된 사회상
은 디지털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차 노인보
고서 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디지털 활용이 노인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삶의 다양한 영역
에서 디지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특히 더 중요성을 갖는 ‘노인의 디지털화’ 추진과
관련해서 <표 3-7>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한편 디지털 기술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의 우
려가 있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삶의 질 역시 향상시킬 수 있다. 코로
나19의 확산으로 가족들의 요양시설 면회나 방문이 어려워졌고, 요양시
설 입소자들의 인터넷과 디지털 활용 수준이 매우 낮아 이들의 고독감과
소외감에 대한 우려가 생겼다. 이에 BAGSO는 2020년 6월 입장문을 통
해 요양시설 입소 노인을 위한 와이파이 설치와 디지털 기기 구비를 촉구
하였다.17) 실제로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관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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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IT 기업들과 헤센 주정부가 요양시설에 태블릿 등의 IT 기기를 기부
하기도 하였다. 또한 BAGSO는 노인들이 어느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든
쉽게 원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정부가 나서서 조작이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일률적으로
탑재되도록 무료로 보급하고, 노인들이 관련 기능에 익숙해지기까지 시
작 단계부터 안내하는 디지털 도우미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나아
가 시설의 수발담당자들이 수발 과정에서 디지털을 활용하는 것과 입소
노인이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모두 수발자의 직업교육
과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표 3-7> 코로나19 관련 노인 디지털화 주요 권고내용
1) 노인의 다양성: 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비율 자체는 청년기, 중년기보다 낮다. 위원회는 코로나19 대
유행으로 인해 위험집단으로서 ‘노인’에 대한 단일화된 접근은 오해와 연령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2) 접근과 활용이 보장된 디지털 기술로 노인의 풍요로운 삶 지원: 8차 노인보고서 위원회
는 노인 대상의 디지털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현재의
디지털 불평등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3) 디지털 능력을 새롭게 생각하기: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영상진료, 원격
수업 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노인뿐만 아니라 의료, 교
육 등 관련 직업 종사자도 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를 대
상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디지털 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
에 디지털화 추진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디지털 적용에 비판적 사고가 동반되어야 한다.
자료: Geschäftsstelle für die Altersberichte der Bundesregierung(2020). Ältere Mensche
n und digitale Technologien in der Zeit der Corona-Pandemie. pp.1-3. https://w
ww.achter-altersbericht.de/fileadmin/altersbericht/pdf/Position_der_Achten_Alt
ersberichtskommission_zu_Corona.pdf (2020.9.16. 인출).

17) BAGSO(2020). Digitale Grundversorgung in Alten – und Pflegeheimen sicherstellen
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https://www.bagso.de/fileadmin/user_upload/bagso/06_Vero
effentlichungen/2020/Stellungnahme_Digitale_Grundversorgung_in_Pflegeheime
n.pdf (2020.9.1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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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물리적 접
촉을 줄이면서도 일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디지털 활용에 국가적
관심이 더해졌고, 이에 따라 대표적인 감염 취약집단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교육은 시의성 높은 정책적 과제로 중요성이 더해졌다.

제3절 일본
1. 일본의 디지털 격차 현황
가. 일본의 세대별 디지털 활용 실태
일본 총무성의 2018년 통신이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인터
넷 이용률은 13세 이후부터 50대까지 약 90%에 달하지만 60대 이후부
터는 크게 감소하였다(総務省, 2019b). 60대 이상 노인세대 내에서 인터
넷 이용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며, 60대 76.6%, 70대 51.0%, 80
대 이상 21.5%로 나타났다(総務省, 2019b).
〔그림 3-8〕 일본의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률(2018년)

자료: 総務省(2019b). 「平成30年通信利用動向調査の結果」. p.2의 내용을 번역하여 연구진 재구성.
https://www.soumu.go.jp/johotsusintokei/statistics/data/190531_1.pdf (2020.7.2
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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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 및 아동세대(13~59세)에서는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률 차이
가 크지 않다. 그러나 60세 이상 노인세대에서는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
용률 격차가 확인되며, 남성이 여성보다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60대의 경우 남성이 82.4%로 여성(71.1%)보다
11.3% 포인트 높았다. 70대는 남성이 여성보다 16.1% 포인트(남성
59.7%, 여성 43.6%), 80대 이상은 15.3% 포인트(남성 31.4%, 여성
16.1%) 높았다(総務省, 2019b).

〔그림 3-9〕 일본의 성별 및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률(2018년)

자료: 総務省(2019b). 「平成30年通信利用動向調査の結果」. p.11의 내용을 번역하여 연구진 재구성.
https://www.soumu.go.jp/johotsusintokei/statistics/data/190531_1.pdf (2020.7.2
0. 인출).

디지털기기 사용 측면에서도 세대 간의 격차가 확인된다. 청장년 세대
(20~59세)의 경우 휴대전화를 제외한 모든 디지털기기의 이용률이 노인
세대보다 높았다. 청장년세대의 절반 이상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
하는 데 반해, 노인세대는 그렇지 않았다. 한편 노인 집단 내에서도 연령
별 디지털 기기의 차이가 나타났다. 60대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율
46.4%, 컴퓨터 이용률 47.0%인 반면, 70대는 각각 19.7%, 29.4%로 이
용률이 크게 낮았다. 80대 이상의 경우 디지털기기 이용률이 더욱 낮아져
서, 스마트폰 4.6%, 컴퓨터 8.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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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일본의 연령대별 디지털기기 이용률(2018년)

자료: 総務省(2019b). 「平成30年通信利用動向調査の結果」. p.2의 내용을 번역하여 연구진 재구성.
https://www.soumu.go.jp/johotsusintokei/statistics/data/190531_1.pdf (2020.7.2
0. 인출).

노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이용률
은 청장년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노인 집단 내에서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SNS 이용률이 낮았다(그림 3-1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40대의
SNS 이용률은 70%를 넘고, 50대 이용률이 59.8%로 낮아진 후 60대에
30%대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특히 80대의 SNS 이용률은 16.9%대
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総務省,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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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일본의 연령대별 SNS 이용상황(2018년)

자료: 総務省(2019b). 「平成30年通信利用動向調査の結果」 p.4의 내용을 번역하여 연구진 재구성. h
https://www.soumu.go.jp/johotsusintokei/statistics/data/190531_1.pdf (2020.7.20.
인출).

나. 일본 노인의 디지털 활용 특성
노인들이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서’라는 응답 비율이 7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용법을 몰라서’
26.8%, ‘돈이 드니까’ 8.2%, ‘글자를 보기 힘들어서’ 6.6% 순으로 나타
났다(표 3-8).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85세 이상을 제외하고 연령이 낮
은 노인일수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특성이 나
타났다. 그 외에도 특징적인 부분은 65~69세의 경우 정보기기를 사용하
지 않는 이유로 ‘돈이 드니까’가 23.3%로 다른 연령대에서의 한 자리 수
의 응답 비율과 차이가 크다. 즉 65~69세의 경우 특별히 경제적인 이유
가 디지털기기 사용의 제약요인임을 알 수 있다(内閣府, 2015).
일본 노인은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활동에서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다
(표 3-9). 먼저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휴대전화로 가족․친구 등과 연락’
하는 비율이 72.3%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의 경우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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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세 89.1%, 65~69세 85.6%)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가족․친구 등
과의 연락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여 70대
초반 75.3%, 70대 후반 63.2%, 80대 이상은 30~40%에 불과하였다.

<표 3-8> 일본 노인의 디지털기기 미이용 이유(2015년)
(단위: %)
구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사용법을
몰라서

구입 장소,
방법 등을
몰라서

사용법을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돈이
드니까

글자를
보기
힘들어서

기타

전체

70.4

26.8

0.4

2.7

8.2

6.6

6.6

60~64세

77.8

11.1

-

-

-

-

11.1

65~69세

76.7

23.3

-

-

23.3

3.3

3.3

70~74세

73.3

22.2

-

2.2

6.7

6.7

2.2

75~79세

67.3

23.6

-

1.8

7.3

3.6

9.1

80~84세

60.9

34.8

1.4

5.8

8.7

7.2

7.2

85세 이상

79.6

28.6

-

2.0

2.0

12.2

8.2

주: 정보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중복 응답 기준임.
자료: 内閣府(2015). 「平成27年度高齢者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国際比較調査」. p.136의 내용 번역.

<표 3-9> 일본 노인의 디지털기기 활용 실태(2015년)
(단위: %)
구분

팩스로
PC 이메일로
가족․친구 등 가족․친구 등
연락
연락

인터넷으로
정보수집,
쇼핑

휴대전화로
가족․친구 등
연락

휴대전화로
정보수집,
쇼핑

모두
사용하지
않음
23.3

전체

11.0

17.9

16.5

72.3

6.5

60~64세

13.9

33.3

33.8

89.1

14.9

4.5

65~69세

15.1

22.9

21.9

85.6

7.5

10.3

70~74세

10.3

15.2

15.7

75.3

4.9

20.2

75~79세

6.4

8.8

4.1

63.2

4.1

32.2

80~84세

7.5

7.5

4.5

45.9

0.8

51.9

85세 이상

5.9

5.9

2.4

38.8

1.2

57.6

주: 중복 응답 기준임.
자료: 内閣府(2015). 「平成27年度高齢者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国際比較調査」. p.134의 내용을 번
역하여 연구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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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일본 노인이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활동은 ‘PC 이메일로 가족․
친구 등과 연락’ 17.9%, ‘인터넷으로 정보수집, 쇼핑’ 16.5%, ‘팩스로 가
족․친구 등과 연락’ 11.0%, ‘휴대전화로 정보수집, 쇼핑’ 6.5% 순으로 비
율이 높지 않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 비율이 낮아
지는 경향성이 확인된다.
한편 디지털기기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는 노인의 비율이 80대 이상
에서 50%대로 60대의 10% 이하, 70대의 20~30%대보다 차이가 커서,
80대의 정보화 수준이 다른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총무성의 통신이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일본 노
인의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하여
2018년 60세 이상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60대 초
반의 인터넷 이용률 증가가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 60~64세의 인터넷
이용률이 2013년 66.6%에서 2018년 80.7%로 14.1% 포인트 증가하였
다. 65~69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56.3%에서 66.6%로 10.3% 증가하
였다(石山温子, 2020.1.31.).

〔그림 3-12〕 일본 노인의 연령별 인터넷 이용경험 변화

원자료: 1) 総務省(2013). 平成25年通信利用動向調査.
2) 総務省(2018). 平成30年通信利用動向調査.
자료: 石山温子(2020.1.31.). シニアに「デジタル提案」は、効果があるか？의 내용을 번역하여 연구진
재구성. https://nspc.jp/senior/archives/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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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인의 경우 디지털을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디지털기기 사
용에 대한 참여 동기가 부족해서지만, 최근 일본 노인의 디지털 활용 수
준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노인의 디지털
사용에 대한 동기부여와 관련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정책 대응을 살
펴보고자 한다.

2. 일본의 정책 대응
가. 중앙정부 사례
일본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령사회이기 때문에 코로
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노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해 왔다. 2014년판 고령사회백서(총무성)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은 총
인구의 25.1%를 차지하며, 1명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43.4%에 달한다. 그리고 이들 노인가구의 53.6%는 1인이나 부부로 구성
되어 있어,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들의 사회활동 촉진이 중요하다
고 인식하고, 이에 따라 노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総務省, 2015). 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일본 정부는 정보화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체를 디지털 트랜스포
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18)으로 이행시키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
18) IT의 침투로 인해 생활이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개념으로 디지털시프트
와 같은 의미이다. 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에서 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https://ja.wikipedia.org/wiki/%E3%83%87%E3%82%B8%E3%8
2%BF%E3%83%AB%E3%83%88%E3%83%A9%E3%83%B3%E3%82%B9%E3%83%95%
E3%82%A9%E3%83%BC%E3%83%A1%E3%83%BC%E3%82%B7%E3%83%A7%E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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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노인을 위한 디지털 활용에 대한 수요와 필요
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20년 7월 총무성에서 개최된 경제재정자문
회의에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을 발표하였는데(内閣
府, 2020.7.17.), 발표내용에는 노인 및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8월 이들 정책을 보다 구체
화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현황보고」를 마련하였다(総務省, 2020). 이 절
에서는 「정보통신에 관한 현황보고」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노인 정보
화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1) ICT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정비 지원금
총무성에서는 장애나 연령에 의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통신･
방송 분야의 정보 진입 장벽(information barrier free)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
한 기술 및 연구 개발」사업을 통해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통신･방송 업
무 서비스에 관한 기술 및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1,602만 엔 규모를 지원하였다. 또한 「신
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통신･방송신체 장애인 이용 원활화 사
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19)에 근거하여 신체 장애인을 위한 통신･방송 업
무 서비스의 제공이나 개발을 하는 기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보 barrier free 통신･방송업무 제공･개발 추진 조성회」의 정보
통신 연구 기구가 자금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6개 회사에 대해
서 3,737만 엔 규모를 지원하였다.
3%B3 (2020.12.2. 인출).
19) 身体障害者の利便の増進に資する通信･放送身体障害者利用円滑化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05AC000000005
4 (2020.12.17.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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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활용 도우미 사업
총무성의 2019년 통신이용활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터
넷 이용률은 72.4%로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65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약 절반은 인터넷 이용빈도가 낮고 이용과정에서 어려
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読売新聞, 2020).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이
후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인들이 스마트폰으로 행
정서비스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활용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가장 친밀한 디지털기기 중 하나인 스
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의 기초가 될 뿐만 아
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보람, 취업의 기회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일본은 노인의 정보 격차 대응 정책을 통해, 고령화시대 노인의 재활
약을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활용 도우미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각
지역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연말정산, 온라인
진료 신청, 인터넷 뱅킹 이용방법 등을 익히도록 지역 내 인력을 통해 지
원하는 것이며,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2020년 10월부터 전국 11
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 2021년부터 전국 약 1000곳
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행정이나 기업의 디
지털화에 따른 세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NHK, 2020).
노인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디지털 활용 도우미」 일본
어로 ‘디지털활용지원원(デジタル活用支援員)’이라 한다. 평소 디지털 기
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기기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높은 경우가 많
다. 따라서 ICT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디지털 활용의 편리
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거주지에 가까운 장소에서, 심리적으
로 가까운 사람에게 ICT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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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기 위해 일본은 고령자 등에게 스마트폰을 비롯한 정보기기의 사
용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림 3-13〕 디지털 활용 도우미의 조직도

자료: 総務省(2020). 令和2年版情報通信白書. p.463의 내용 번역. https://www.soumu.go.jp/jo
hotsusintokei/whitepaper/ja/r02/pdf/02honpen.pdf (2020.12.8. 인출).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활용 도우미 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원방식은 <표
3-10>과 같다.
<표 3-10> 디지털 활용 도우미 사업 개요
구분

내용
1) 디지털 활용 도우미 후보자: 지역 노인이나 노인에게 PC 교실 등을 실시하
고 있는 NPO 단체의 구성원, 그리고 ICT에 대해 일정 이상의 지식을 가진
휴대전화 사업자, 판매점, ICT 기기 제조업체･가전 양판점･소매점 등의 종
업원(퇴직자 포함)

기본방향

2) 디지털 활용 도우미의 활동: 마을회(쵸나이카이)나 자치회 등의 지역 커뮤니
티의 영역을 기본 단위로 상정해 노인의 요구에 따라 또는 자체적으로 스마
트폰, AI 스피커, AI 가전 등의 ICT 기기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담 기회
를 제공(예를 들어 호별 방문, 공민관 등의 공공시설에서 상담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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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3) 지역자원의 연계, 특수성 반영: 지역 마을회, 자치회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노
인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운영조직, 실버인재센터 등과도
필요에 따라 연계하여 노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쉽도록 함. 디지털 활용 도우
미 후보가 적은 지역에서 웹회의 등 인터넷을 활용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활동이 중요함
1) 지원주체: 디지털지원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원원 모집, 활동장소
확보, 주지홍보와 같이 활동 지원과 디지털 활용 도우미의 활동 진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이를 지원하는 주체는 국가, 민간사업자 단체, NPO 단체 등

지원방식

2) 활동
표창
이션
담회

및 운영내용: 교통비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지불, 우수 활동에 대한
등 인센티브 부여, ICT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고령자와의 커뮤니케
방식을 배우는 연수 실시, SNS를 통한 네트워크의 구축, 정기적인 간
등 디지털 활용 도우미 간의 교류 촉진

3) 포털 운영: 최신 ICT 기기･서비스 동향이나 매뉴얼, 디지털 활용 도우미 활
동 중 발생한 트러블 사례, 디지털 활용 도우미 간의 SNS 기능, 온라인 세미
나 기능 등이 탑재된 포털 사이트를 운영. 디지털 활용 도우미가 적절히 참
조 및 학습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함
자료: 総務省(2019a). 「デジタル活用共生社会実現会議報告書」. pp.8-9의 내용 요약정리

3) 지역 ICT 클럽20)
현재 일본 정부는 지역 내에서 프로그래밍 등의 ICT에 관해 세대를 초
월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구조인 ‘지역 ICT 클럽’을 전국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지역 ICT 클럽은 제조, 디자인, 로봇 조작, 게임, 음악 등을
즐겁게 배우며 프로그래밍 등의 ICT 관련 기술에 대해 지역의 어린이, 학
생, 사회인, 장애인, 노인 등이 세대를 넘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
도록 구조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지역 ICT 클럽은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ICT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활
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및 육아･간호 세대 등의 ICT 스킬 습
득을 통한 활약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ICT 클럽은 ICT 학

20) 総務省(2019a). 「デジタル活用共生社会実現会議報告書」 pp.10-12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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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통한 참가자 간의 상호이해 촉진 등 디지털 공생사회의 새로운 커뮤
니티의 하나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내 복지시설, 노인 클럽 등
과 연계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의 취업 의욕 증진과 다양한 근로방식을 뒷
받침하는 ICT 스킬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육아와 돌봄 분야의 활동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ICT 클럽의 운영은 주민, 행정, 민간사업자 단체, NPO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ICT 클럽은 각 지
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각각
필요한 지식, 관계자 등에 따른 유형별 유의점에 대해서도 기재하고 있다.

4) 무료 공공무선 LAN선 환경 정비21)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무선 랜선을 이용하는 휴대용 단말기 보
급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디지털기기 이용을 위하여 가정, 오피스, 공공
장소 등에 Wi-Fi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총무성은
2016년 12월 「재난 발생 시를 위한 Wi-Fi 환경 정비 계획」를 마련하고
매년 계획을 갱신하고 있다. 이 정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공공단
체 및 제3섹터에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무성에서는 2017년부터
「공공 무선 LAN선 환경정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재해 발생 시 지역 주민이나 방문자들이 재해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1) 総務省(2020). 令和2年版情報通信白書 p.459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https://www.soum
u.go.jp/johotsusintokei/whitepaper/ja/r02/pdf/02honpen.pdf (2020.12.8.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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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텔레워크(재택근무)의 환경정비22)
텔레워크는 ICT를 이용해 시간 및 장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방식으로, 현재 일본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텔레워크 추진
에 힘쓰고 있다. 텔레워크 운영은 기업 측면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우수한
인재의 확보 및 이직 방지 등의 효과를, 사회 전체 측면에서는 노동 인구
의 확보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개인 측면에서는 노인의
재활약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장애인, 육아･돌봄 세대 및 노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
해, 지역 중소기업 등이 위성 오피스(소규모 사무실)나 재택근무를 위해
필요한 기기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텔레워크 문화 조성 차원에서도 노력을 펼치고 있다. 구체
적으로 관계부처에서는 ‘텔레워크의 날’ 등의 국민운동을 실시하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텔레워크
를 보급․전개하고, ‘텔레워크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과 보급 등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지방정부 사례
일본의 정보격차 시정 정책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
역별로 독자적인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와 함
께 비영리단체가 노인의 디지털격차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2) 総務省(2019a). 「デジタル活用共生社会実現会議報告書」 pp.18-19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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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히메현의 스마트폰 교실 운영
에히메현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등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
낙텐 그룹(일본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과 공동으로 노인 IT 활용 능력 향
상을 위한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
서 디지털을 이용한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이다.
에히메현의 디지털 전략실이 주최하며, 스마트폰 교실은 현 내에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한다. 대상자는 에히메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다.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은 노인에게는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빌려주
기도 하고 스마트폰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선착순 1,000명에 한해서 단말
기 가격의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앞으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
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愛媛県デジタル
戦略室, 2020).

2) 미야자키현 츠노쵸의 디지털 프렌드리 사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야자키현 츠노쵸(宮崎県都農町)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프렌드
리」를 발표하였다. 디지털 프렌드리 사업은 마을의 통신환경을 정비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과 쌍방향형 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증
진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업은 고령자에게 태블릿 PC를 나눠 주
고, 마을 노인들이 디지털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청년단체가
지원한다. 미야자키현 츠노쵸는 이 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고독과 고립에
서 벗어나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더불
어 세대 간 교류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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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자키현 츠노쵸에서는 2019년 5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를 해
결하기 위하여 지방세로 일반재단법인 「츠노 미래 지역 사회 만들기 추진
기구」를 설립하였으며, 디지털 프렌드리 계획은 이 단체가 츠노쵸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다(中川敬文, 2020.9.16.).
한편 미야자키현 츠노쵸의 사례는 덴마크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
다. 덴마크에서는 행정과 민간의 중간 성격인 「덴마크 디자인센터」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지역 내 노인의 집을 방문
하여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사용방법을 가르쳐 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3)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사례23)
효고현 니시노미야시는 노인인구 비율이 약 35%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이다. 자치회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노인의 정보화교육을 지원하
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센다이시의 시니어 생활정보 어드바
이저로부터 태블릿 단말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1회당
8~23명(평균 약 15.3명)이며, 교육시간은 회당 2시간씩 5일간(총 10시간)
이루어진다. 교육내용은 문자 입력부터 커뮤니티 사이트 사용법까지 다양
하게 다루며, 노인의 눈높이에 맞춰 수준 높은 내용 역시 포함한다.
효고현 니시노미야시는 자치회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개설, 원격교육에
서 배운 스킬을 활용하여 주민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도 공헌하고
있다.

23) 総務省(2014). 「スマートプラチナ社会推進会議報告書」. pp.19-20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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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쿠시마현의 실버대학교 ICT 과정 운영24)
2003년부터 ‘도쿠시마현 실버대학교 ICT 과정’를 개설하여 노인의
ICT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다음 해인 2004년도부터
운영과정을 확대하였는데, ‘도쿠시마현 실버대학교 대학원 ICT 과정’에
‘시니어 IT 어드바이저 3급’ 자격을 목표로 하는 과정을 도입하고 자격
취득을 졸업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실버대학교 ICT 과정에서 배운 지식은 도쿠시마현 실버대학교 ICT 과
정의 강사, 초등학교 PC 수업 어시스턴트, 홈페이지 관리 지원 등으로 활
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ICT 과정 수료 노인이 다른 노
인이나 어린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활성화 사업과도 연계하여
SNS를 활용한 지역 정보 게재, 동영상을 이용한 현장감 있는 지역 관광
가이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4절 소결
노인인구의 디지털 격차는 독일, 일본, 한국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고 있는 현상이나, 한국의 세대 간 디지털 격차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
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인 집단 내에서도 성별, 교육수준 등에 따라
정보화 수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
우 초연결 지능화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무인･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 중이며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상
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 전 영역에서 키오스크

24) 総務省(2014). 「スマートプラチナ社会推進会議報告書」. pp.19-20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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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무인시스템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노인을 포함
한 정보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속 디지털 소외 가능성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접근성 제고 정책을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
서 널리 활용되는 영역의 정보역량 강화 교육이 중요하며, 디지털기기의
고령친화성 제고 역시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독일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 또한 지난 10
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70대 이상 노인의 이용률은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진전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노인 집단 내에서 디지털 활용의 양적, 질적 격차는 또 다른 사회적 불평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독
일에서 노인의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가장 시의성 높은 과제는 노인 집단
에 대한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이며, 독일 정부의 중요한 사회적 파트너
인 BAGSO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역할은 민간단체의
관련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고, 아젠다를 제시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등에 한정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런 배경에서 2020년 8월 발표된 제
8차 노인보고서는 독일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의 진전과 디지털 기술 발
전이 지속가능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윤리적 기반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물리적 접촉이 제한되
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며, 노인의 디지털 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
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사례의 경우 디지털 활용에서 세대별 차이가 확인된다. 청장년 및
아동세대(13세~59세)의 인터넷 이용률은 90%에 달하지만, 60대 이후
크게 감소한다(60대 76.6%, 70대 51.0%, 80대 이상 21.5%). 일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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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서이다(70.4%). 일본 정부는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화
교육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2020년 8월 총무성에서 발표한 ‘정보통신에 관한
현황보고’에는 1) ICT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정비 지원금, 2) 디
지털 활용 도우미 사업, 3) 지역 ICT 클럽 운영, 4) 무료 공공무선 LAN선
환경 정비, 5) 텔레워크(재택근무)의 환경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의 정보격차 시정 정책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역별로
독자적인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와 함께 비영리단
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춰 노인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참여, 세대 간 교류 증진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상 제3장의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노년층의 디지털기기 활용이 증
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세대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 최근 코로나19 팬
데믹에 의한 급속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인들의 정보 취약
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 확산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노
인의 정보취약 대응 정책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독일 사례와 같이 노인의 정보화 향상을 위한 정책을
다학제 및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일본 사례와 같이 지역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노인 대상 정보화 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어 보
인다.

사 람을
생각하 는
사 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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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이차자료와 전문가 델파이 조사 분석을 통해 노년층의 정보 활
용 특성을 파악하였다. 제1절은 양적 연구의 개요를 설명하고, 제2절은
이차자료 분석 내용으로 정보 활용의 세대 간 격차를 살펴보았다. 제3절
은 이차자료를 이용한 노년층의 정보수준 유형화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4절은 생활 속 정보 활용 수준 및 중요도 인식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
사 결과를 분석하고, 제5절에서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제1절 양적 연구 개요
1. 이차자료를 이용한 연구
이 연구는 연령집단별 정보 활용의 차이와 노년층의 정보 활용 특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
석하였다.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
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02년에 정보격차 실태조
사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조사 대상, 주기, 명칭 등의 변경이 이루어졌
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a). 2016년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2019년
조사까지 완료･공개되어 있다.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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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1만 5000명이며, 이 연구에서는 전국
의 만 7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7000명의 자료 중 연령에 따라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설계, 조사 기간 등 일반국민 대상의
조사 주요 내용은 <표 4-1>과 같다.

<표 4-1>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개요
구분
목표 모집단
조사 모집단
표본크기
표본추출방법

내용
전국의 만 7세 이상 인구(만 55세 이상 고령층 2,300 표본 포함)
2019년 8월 1일 현재 전국의 가구내 상주하는 만 7세 이상 가구원
일반국민 7,000명(만 55세 이상 고령층 2,300명 포함)
광역지자체별 층화확률비례추출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대인 면접조사

조사 기간

2019년 9월~12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a).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pp. 2-3의
내용을 연구진이 재구성함.

분석방법은 연령집단별로 정보 활용 현황을 비교하여 정보격차를 파악
하기 위해 원자료에서 만 20세 이상 대상자 6077명의 자료를 추출한 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노년층 내에서의 정보 활용 수준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60세 이상 1649명에 대한 자료와 위계적 군집분석
(hierarchical cluster)을 이용하여 디지털정보수준별 유형화 후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25) 위계적 군집분석은 유사성을 기반으로 동질적인 집
단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n개의 군집에서 시작하여 집단 수를 줄여가면서
집단 간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을 찾는 것이다.26)
25) 60대 이상 1,659명 중 주요 변수의 결측치를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이다.
26) 동질적인 집단으로 군집하는 방식에는 단일연결법, 평균연결법, 완전연결법, 가중평균연
결법, ward 연결법 등이 있다. 이 연구는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ward 연결법을 활용하
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StataCorp LLC(2019). STATA MULTIVARIATE STATIST
ICS REFERENCE MANUAL RELEASE 16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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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구진은 65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구분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과
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b)의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는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범
주로만 연령 변수를 제공하고 있어서 노년층의 연령범위를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였음을 밝힌다. 자료 분석은 STATA 16.0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분
석결과는 모두 가중치를 반영하여 제시한다.

2.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이용한 연구
연구진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생활 속에서 국민의 정보 활용수
준과 중요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전 국
민과 어떻게 다른지, 그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
고 종합하여 집단적인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이며, 이러한 델파
이 기법을 적용하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립, 중재,
타협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널
리 사용되는 방법이다(위키백과 홈페이지).
이 연구에서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전문조사업체 ㈜에스티아이의 협
조27) 하에 정보기술 및 노년학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0명28)을 대상
으로 2020년 7월 17일부터 7월 23일,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13일까
지 총 2회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온라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한

27) 연구진은 조사 설계, 조사항목 마련, 조사결과의 분석과 해석 등 조사 전반을 기획･연구
하였고, ㈜에스티아이는 연구진이 마련한 조사표를 웹기반용으로 제작한 후 조사를 실
시하였다.
28) 2차 기준으로 19명은 1차 조사에서도 응답하였으며, 1명은 2차 조사만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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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실시하였다(1차:
IRB 승인번호 제2020-38호, 2차: IRB 승인번호 제2020-49호).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조사내용은 <표 4-2>와 같다. 1차 전문가 델파
이 조사는 일상생활에서 정보 활용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진의 선행
연구 검토내용과 전문가 자문내용을 통해 제안한 정보 활용 영역별로 활
용빈도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해당 정보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과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리고 연구진이 선행
연구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안하는 정책 개선방안이 노인의 정보
활용수준을 제고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사하였다. 조사표는 정보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여 조사 응답의 신뢰성을 높
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현재 정보 활용 과정에서 우
리나라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앱, 서비스, 업체명 등의 명
칭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또한 정보 활용 영역은 디지털격차와 관련된 연
구에서 널리 활용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디지
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분류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조사결과 서술과정
에서도 정보 활용의 생생한 활용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앱, 서비
스, 업체명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표 4-2> 전문가 델파이 조사 주요내용
○ 국민의 생활 속 정보 활용수준 및 중요도
- 정보습득, 관계 및 공유, 생활 영역의 세부항목별 파악
○ 노인(65세 이상)의 생활 속 정보 활용수준 및 중요도
- 정보습득, 관계 및 공유, 생활 영역의 세부항목별 파악
○ 노인의 정보 활용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자료: 연구진 작성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일상생활 속 정보 활용수준의 범위를 재조정한 후 1차 수렴된 응답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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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제시하며, 해당 정보 활용 영역별로 생활 속 중요도를 국민과 노인
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노인 정보 활
용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의 평균값을 제시하며, 정책별로 중요
도를 다시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29)
한편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
(60%)이 남성(40%)에 비해 조금 많고 연령대는 30대(30%), 40대(45%),
50대(25%)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노년학이나 정보화 등 해당
분야 경력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65%이며, 소속기관은 공공 및 민간 연
구기관이 60%로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30)

<표 4-3>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성별

연령

해당
분야
경력
소속
기관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남성

20
8

100.0
40.0

여성

12

60.0

6
9
5
3
4
4
9

30.0
45.0
25.0
15.0
20.0
20.0
45.0

6

30.0

12
2

60.0
10.0

30대
40대
50대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대학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기타

주: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응답자 기준임.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기준은 해당 분야
경력의 경우 5년 이상~10년 미만 25%, 15년 이상 40%, 소속기관의 경우 공공 및 민간 연구
기관 55%, 기타 15%임.
자료: 연구진 작성

29) 노인 정보 활용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은 제6장에서 서술한다.
30)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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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보 활용의 세대 간 격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a)에서는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접근 수준, 역량 수준, 활용 수준의 3개 하위 부문으로 구성하여
산출하고 있다. 구체적인 측정항목은 <표 4-4>에 제시하였으며, 이 절에
서는 연령집단별 정보 활용 현황을 접근 수준, 역량 수준, 활용 수준의 차
원에서 비교분석 하였다.

<표 4-4> 디지털정보화수준 개념 구성
구분

디지털정보화
수준(종합)

하위 부문

측정항목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PC 이용능력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a).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pp. 19-20
의 내용을 연구진이 재구성함.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은 PC와 모바일기기 보유 여부와 인터넷 접속
가능 여부를 측정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디지털기기를 이
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마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디지
털정보화 역량 수준은 PC와 모바일 기기의 이용능력을 측정하여 변화하
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보여준다. 디지털정보
화 활용 수준은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의 양적 및 질적 활용 정
도를 측정하여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단순한 적응을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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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 연령집단은 20~30대 청년층, 40~50대 중장년층, 60대 이
상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비교한다. 앞서 밝힌 것처럼, 2019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는 1세별 연령이 아닌 10세 단위로 연령정보를 공
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년층을 65세 이상이 아닌 60대 이상으로 정하였음
을 상기하기 바란다.

1. 정보화 접근 수준
정보화 접근 수준의 차원에서 PC 및 모바일기기 보유율을 연령집단별
로 분석하였다(표 4-5 참조). 모든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보유율이 가장
높은데, 데스크탑 컴퓨터를 제외하고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기
기 보유율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은 가구
내 에서 가구원이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
유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최근 정보 접근은 모바일기기
중심으로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년층의 경우 10명 중 6~7
명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64.5%), 여전히 일부
노년층은 정보 접근에 대한 어려움이 확인된다.
한편 데스크탑 컴퓨터의 보유율은 40~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83.0%). 스마트워치, 스마트헬스밴드 등 스마트 주변기기는 연령집단에
상관없이 보유율이 10% 이하로 낮아서, 아직까지 일상생활에서 보편적
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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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연령집단별 PC 및 모바일 기기 보유율
(단위: %)
구분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94.1

93.1

47.2

데스크탑 컴퓨터

75.2

83.0

43.9

노트북

65.6

51.6

16.5

모바일 기기 보유율

100.0

98.8

65.0

스마트폰

100.0

98.7

64.5

스마트패드(태블릿 PC)

33.3

24.6

4.6

스마트 주변기기

10.0

5.4

1.2

PC 보유율

주: 1) PC보유율은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중 1개 이상 보유한 비율, 모바일 기기 보유율은 스마
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 주변기기 중 1개 이상 보유한 비율을 의미함.
2) 가중치 반영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분석함.

가정에서 PC, 모바일기기, TV, 게임기 등을 통해 인터넷(무선인터넷
포함)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 살펴본 결과, 청년층 및 중장년층은
99% 이상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노년층의 경우 73.1%만
이 가정에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연령집단별 인터넷 접속환경
(단위: %)
구분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이용할 수 있음

99.3

99.1

73.1

이용할 수 없음

0.7

0.9

26.9

주: 가중치 반영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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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화 역량 수준
정보화 역량 수준에 해당하는 PC 및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을 연령집
단별로 분석하여 <표 4-7>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항목에서 연령
대가 증가함에 따라 기기 이용 능력이 감소하는데, 모바일기기에 비해
PC에서 연령집단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PC 및 모바일기기
보유율에서 살펴본 것처럼, PC 보유율의 경우 노년층과 비노년층 세대
간의 차이가 컸던 것과 관련이 있다.

<표 4-7> 연령집단별 PC 및 모바일기기 이용 능력
(단위: %)
구분

PC

모바일
기기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삭제
인터넷 연결 및 사용
웹브라우저 환경 설정
다양한 외장기기 연결 및 이용
인터넷 통한 파일 전송
악성코드 검사 및 치료
문서 및 자료 작성
기본적인 환경설정
무선 네트워크 설정
파일을 컴퓨터에 이동
다른 사람에게 파일 전송
필요한 앱 설치 및 이용
악성코드 검사 및 치료
문서 및 자료 작성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90.1
87.6
83.0
85.5
88.6
77.8
83.9
89.9
89.1
87.7
88.4
88.7
79.8
87.4

67.0
69.3
55.8
61.5
68.0
51.0
55.4
88.0
85.6
68.2
86.7
79.7
56.6
66.0

17.0
19.1
14.7
15.6
19.2
14.8
15.2
43.8
38.6
21.5
46.4
28.8
18.5
23.2

주: 1) ‘귀하는 PC/모바일기기를 통해 다음의 활동을 스스로 얼마나 하실 수 있습니까?’라는 문항
에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을 합산함.
2) 가중치 반영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분석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C의 경우 인터넷을 연결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청년층 87.6%, 중장년층 69.3%, 노년층 19.1%였다. 모바일의 경

102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모색

우 필요한 앱을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청년층 88.7%, 중장년
층 79.7%, 노년층 28.8%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층은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과도 정보화 역량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스마트폰 중심으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
황에서, 노년층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역량 수준이 더 높다는 점이다.

3. 정보화 활용 수준
정보화 활용 수준 차원에서 인터넷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노년층은 다
른 연령집단에 비해 매우 낮았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최근 1개월 이내’
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각각 100%, 99%). 그러나 노년층은 ‘최근 1
개월 이내’라는 응답이 65.5%이며, ‘이용한 적 없음’ 26.8%, ‘1개월 이
전’ 7.7%로 나타났다.

<표 4-8> 연령집단별 인터넷 이용여부
(단위: %)
구분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100.0

99.0

65.5

1개월 이전

0.0

0.7

7.7

이용한 적 없음

0.0

0.3

26.8

최근 1개월 이내

주: 가중치 반영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분석함.

세대 간 정보화 활용 수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정보 습득, 관계 및 공
유, 생활 부문에서의 정보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았다. 모든 세대에서 전
반적으로 PC보다 모바일기기를 통한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서비스 이용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표 4-9). 특히 노년

제4장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과 특성에 관한 양적 연구

103

층은 청년층 및 중장년층과 비교하여 이용률이 크게 낮았다.
먼저 정보 습득 서비스를 살펴보면, PC 기준으로 연령집단에 상관없이
정보 및 뉴스 검색, 이메일, 미디어콘텐츠, 교육수준으로 이용률이 높았
다. 특히 정보 및 뉴스 검색의 경우 청년층 72.4%, 중장년층 49.5%, 노년
층 15.2%로 정보 습득 서비스 중 가장 이용률이 높았다. 그에 반해 교육
콘텐츠 이용률은 연령에 상관없이 정보 및 뉴스 검색의 3분의 1 수준으로
가장 낮아서, 청년 23.9%, 중장년층 11.5%, 노년층 4.1%에 불과하였다.
반면 모바일기기를 통한 정보 습득 서비스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PC에 비
해 높은 편이며, 정보 및 뉴스 검색 다음으로 미디어콘텐츠 이용률이 높아
서 이용하는 디지털기기에 따른 이용 서비스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표 4-9> 연령집단별 정보 서비스 이용률
(단위: %)
구분
정보 습득 서비스
정보 및 뉴스 검색
이메일
미디어콘텐츠
교육콘텐츠
관계 및 공유 서비스
SNS
메신저
개인 블로그
커뮤니티
클라우드 서비스
생활 서비스
생활정보서비스
전자상거래서비스
금융거래서비스
공공서비스

청년층

PC 기준
중장년층

모바일기기 기준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노년층

72.4
54.8
54.4
23.9

49.5
33.2
27.3
11.5

15.2
7.7
7.6
4.1

86.9
62.6
79.6
34.0

86.2
43.5
61.5
18.7

43.7
10.1
21.6
5.6

36.7
41.9
27.2
27.3
28.5

17.2
20.1
13.7
14.1
11.7

4.6
4.9
3.9
4.1
3.3

77.4
85.7
51.4
49.7
42.2

56.9
85.3
33.6
33.5
18.6

18.6
44.1
8.8
9.3
5.0

53.8
56.7
45.8
25.1

37.9
35.2
30.3
16.2

11.6
6.9
6.9
5.2

86.3
85.1
78.4
34.7

82.9
63.4
64.3
22.5

39.8
13.7
15.8
5.0

주: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셨습니까?’라는 문항에 ‘다소
이용하는 편이다’와 ‘자주 이용한다’로 응답한 비율을 합산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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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및 공유 서비스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메신저, SNS, 개인 블로
그 등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은 편이었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메신저의 경
우 모바일 기준으로 청년층 85.7%, 중장년층 85.3%, 노년층 44.1%였다.
생활 서비스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생활정보서비스, 전자상거래서
비스, 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았다. 생활정보서비스는 날씨, 뉴스,
버스 및 지하철 도착정보, 정류장 및 역 정보, 길 찾기 등을 의미한다. 이용
률이 가장 높은 생활정보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기준으로 청년층 86.3%,
중장년층 82.9%, 노년층 39.8%로 나타났다.
정보생산 및 공유, 온라인 네트워킹, 온라인 사회참여, 온라인 경제활
동 부문의 정보 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PC보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활
동 참여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4-10). 또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정보
활동 참여율이 낮아지는데, 특히 노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참여율이 크게 낮았다. 이하의 정보 활동 참여율은 모바일기기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정보 활동 참여는 온라인 네트워킹, 정보생산 및
공유 활동의 참여율이 온라인 사회참여나 온라인 경제활동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활동별 참여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보･지식･
뉴스･동영상･사진 등의 정보생산 및 공유의 경우 ‘콘텐츠 직접 제작 및
기존 콘텐츠 수정･편집’보다 ‘인터넷 콘텐츠 게시 및 링크 공유’가 모든
연령에서 참여율이 조금 더 높았다. 최근 1년간 인터넷 콘텐츠 게시 및 링
크 공유를 한 청년층은 69.5%이며, 중장년층 47.6%, 노년층 16.3%로 나
타났다.
온라인 네트워킹은 ‘신규 인적관계 확장’보다 ‘기존 인적관계 유지’를
위한 참여율이 높은 편이었다. 최근 1년간 기존 인적관계 유지를 위한 모
바일 활동 참여율은 청년층 83.8%, 중장년층 77.1%, 노년층 36.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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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연령집단별 정보 활동 참여율
(단위: 명, %)
구분

PC 기준
모바일기기 기준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정보생산 및 공유
콘텐츠 직접 제작 및 기존 콘텐츠 수정･편집 34.0
인터넷 콘텐츠 게시 및 링크 공유
35.4
온라인 네트워킹

15.4
15.9

4.1
4.4

62.9
69.5

42.3
47.6

11.7
16.3

기존 인적관계 유지
신규 인적관계 확장
온라인 사회참여

46.8
36.7

24.0
17.2

6.6
5.3

83.8
66.0

77.1
49.9

36.2
17.3

22.9
12.9
12.6

11.0
6.7
6.5

4.1
3.4
2.9

37.2
19.4
20.9

22.7
13.4
13.1

7.0
4.7
5.4

17.0

8.7

3.6

28.6

17.7

5.1

36.1

15.8

4.4

45.6

26.7

6.3

17.5
30.0
46.0

10.0
18.6
26.6

3.7
4.9
5.5

27.1
42.3
64.7

17.5
30.8
44.2

5.2
7.8
9.9

사회적 관심사 의견 표명(댓글 등)
정부･공공기관에 정책 및 의견 제시
기부･봉사활동
온라인 투표, 여론조사, 서명 등
온라인 경제활동
취업･이직･승진 관련 활동
창업･사업운영 관련 활동(홍보, 광고 등)
소득 관련 정보습득 및 재테크
비용절감 관련 활동(공동구매, 가격비교 등)

주: ‘귀하께서는 최근 1년 간 PC/모바일 기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하셨는지요?’라
는 문항에 ‘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로 응답한 비율을 합산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분석함.

온라인 사회참여는 댓글 작성, 게시판 글 게시, 토론 등 ‘사회적 관심사
의견 표명’ 참여율이 가장 높은 편이나 모든 연령대에서 40% 이하로 나
타났다. 청년층의 경우 37.2%, 중장년층 22.7%, 노년층 7.0%였다. 그
외에 ‘정부･공공기관에 정책 및 의견 제시’, ‘기부･봉사활동’, ‘온라인 투
표, 여론조사, 서명 등’의 사회참여도 하고 있으나, 참여율의 경우 청년층
20% 내외, 중장년층 10%대, 노년층 5% 내외로 낮은 편이었다.
온라인 경제활동은 모든 연령대에서 공동구매, 해외직접구매, 가격비
교 등 ‘비용절감 관련 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데, 청년층 64.7%, 중장
년층 44.2%, 노년층 9.9%로 나타났다. 그 외에 ‘취업･이직･승진 관련 활
동’과 ‘창업･사업운영 관련 활동’, ‘소득 관련 정보습득 및 재테크’ 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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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재테크 관련 활동에 대해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비교적 활발하게 참
여하고 있으며, 자세한 수치는 <표 4-10>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3절 노년층의 정보화 수준 다양성
이 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b)의 2019 디지
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와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60세 이상 노년
층의 정보화 수준 유형별 특성을 제시한다. 유형화 과정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a)의 디지털정보격차지수를 이용하여 디
지털정보화 접근 수준,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을 산출하였으며 이 값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산출하는 방식은 <표 4-11>과 같이 과학기술정
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a)을 참고하였으며,31) 일반 국민의 디
지털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 국민 대비 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최소 0%이며 최대 100% 이상의 값이 된다. 즉 100%라면 노년층
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일반국민과 유사하다는 의미가 된다.
<표 4-11> 디지털정보화수준 산출식
디지털정보화 수준(종합) = 접근(0.2) + 역량(0.4) + 활용(0.4)
･ 접근 =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0.5) +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
･ 역량 = PC 이용능력(0.5) +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0.4)
･ 활용 =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0.2)
주: ( )의 수치는 가중치를 의미하며, 개별 식에서 가중치의 합은 1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a).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pp. 34-35
의 내용을 연구진이 재구성함.

31) 설문지 문항별 산출방식은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4). 2014 정보격차지
수 및 실태조사 pp.105~119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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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년층의 정보화 수준 유형화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 노년층의 정보화 수준은 3개 집단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유형화의 변수로 활용한 디지털정보화의 접근, 역량, 활용 측
면에서 3개 집단 평균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A유형은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의 접근(4.68%), 역량(1.59%),
활용(8.56%)이 모두 낮고, 종합지수 역시 4.93점으로 낮다. 즉 A유형은
PC 또는 모바일 기기 보유 비율이 매우 낮고,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정보
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수준으로 보인다. 노년층 집단 내에서 디지털 취
약성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전체 노인의 24.7%에 해당된다. A유형은 ‘디
지털소외형’으로 명명한다. 이 유형은 디지털 기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물 및 현금 지원 정책이 우선 필요해 보인다.
B유형은 디지털정보화 접근은 82.58%로 높지만, 역량(9.92%)과 활용
(30.57%)이 낮은 편이다. B유형의 디지털정보화 종합 수준은 36.60%으
로 일반 국민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일상생활에서 정보 활용을 할 수 있
는 물리적 환경이 마련(접근성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C 및 모
바일 기기 보유율은 높은 편이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과 활용수준
은 낮은 상황이다. B유형은 전체 노인의 36.2%에 해당되며, ‘저역량･저
활용형’으로 명명한다. B유형은 노년층 내에서 정보화 교육을 통한 역량
제고의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C유형은

디지털정보화의

접근(101.1%),

역량(85.05%),

활용

(88.40%) 모두 비교적 높고, 종합지수 역시 90.52%로 일반 국민과 유사
한 집단이다. C유형은 ‘적극활용형’으로 명명한다. 전체 노인의 39.1%가
C유형에 해당된다. 이 유형은 노년층 집단 내에서 정보화 수준이 가장 높
지만, 역량 및 활용 수준이 일반국민과 비교하면 조금 낮다는 점에서 정
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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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노년층 정보화 수준 유형화의 덴드로그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분석함.

<표 4-12> 디지털정보화 접근･역량･활용 수준에 따른 노년층 유형결과
(단위: %, 명)
구분

A유형
(디지털소외형)
평균

최소값 최대값

B유형
(저역량･저활용형)
평균

최소값 최대값

C유형
(적극활용형)
평균

접근

4.68

0

54.59 82.58

역량

1.59

0

55.1

9.92

0

99.24 85.05

활용

8.56

0

81.25 30.57

0

102.58 88.40 42.66 159.99

종합

4.93

0

49.89 36.60

7.22

69.82 90.52 49.45 144.44

사례수(비율)

408(24.7)

27.3 109.19 101.1

최소값 최대값

596(36.2)

0

109.19

0

154.4

645(39.1)

주: 가중치를 반영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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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유형별 디지털정보화수준
(단위: %)

주: 1)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수준 100%를 기준으로 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을 의미함.
2) 유형별 평균값으로 가중치를 반영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분석함.

2. 노년층의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년층의 정보화 수준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
별, 학력수준, 1인가구 여부, 가구주 여부, 지역, 수도권 여부, 월평균 가
구소득, 가구거주형태, 직업유무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먼저 디지털소외형은 여성, 저학력, 1인 가구, 저소득, 읍면부 거주, 아
파트 이외의 거주형태, 직업 없음의 비율이 높다. 이 연구에서 안타깝게
도 이차자료의 활용이라는 한계로 인해 연령을 세분화할 수 없었는데, 디
지털소외형은 노년층 내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
득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전기노인보다 후기노인에서 비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정경희 외, 2017). 따라서 디지털소외형은 정보화
수준 제고 과정에서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보다는 디지털 기기의 고령친
화성 제고, 이들 집단을 배려한 오프라인 서비스의 유지 등이 보다 적합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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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성별

학력수준

1인가구여부
가구주여부
지역
수도권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거주형태
직업유무

디지털소외형

저역량･저활용형

적극활용형

남성

35.2

40.2

55.7

여성

64.5

59.8

44.3

초졸 이하

54.7

28.2

9.1

중졸 이하

33.6

41.3

25.6

고졸 이상

11.7

30.5

65.3

예

30.9

14.3

7.8

아니오

69.1

85.7

92.2

예

61.5

55.4

63.3

아니오

38.5

44.6

36.7

동부

69.1

72.8

82.9

읍면부

30.9

27.2

17.1

예

38.5

41.4

51.9

아니오

61.5

58.6

48.1

100만원 미만

31.4

10.4

5.1

100~300만원 미만

61.3

62.8

44.3

300~500만원 미만

6.6

22.8

33.5

500만원 이상

0.7

4.0

17.1

아파트

33.6

40.4

49.2

그외

66.4

59.6

50.9

있음

13.0

23.5

37.4

없음

87.0

76.5

62.6

주: 변수별로 마스킹 값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후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분석함.

적극활용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남성, 고졸 이상 학력, 수도권 거
주,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소득, 아파트 거주, 직업 있음의 비율이 높은 편
이다. 따라서 적극활용형은 노년층 내에서 가장 연령이 낮은 집단으로 유
추되며, 노년층 내에서 정보화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는 상대
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역량･저활용형은 적극활용형과
디지털소외형의 중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노년층 정보화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의 가장 핵심 타켓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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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년층의 유형별 정보 활용 및 인식 특성
유형별 노년층의 인터넷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디지털소외형은
17.9%, 저역량･저활용형은 60.6%, 적극활용형 100%이다. 즉 디지털소
외형 노인의 10명 중 2명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어서, 이들 유형의 정
보화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소외형과 저역량･저활용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이용할 여건은 되지만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각각
71.3%, 81.7%)라는 응답이 ‘이용할 마음은 있으나 이용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각각 28.7%, 18.3%)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즉 인터넷 비이용 노
년층의 상당수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4-14> 유형별 인터넷 이용 특성
(단위: %)
구분
인터넷 예
이용여부 아니오
이용할 마음은 있으나 이용할 여건
인터넷 이 되지 않아서(비자발적 이유)
비이용이유 이용할 여건은 되지만 이용할 필요
성을 못 느껴서(자발적 이유)
전혀 그렇지 않다
비이용자의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향후
이용의향 다소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디지털소외형 저역량･저활용형

적극활용형

17.9

60.6

100

82.1

39.4

0.0

28.7

18.3

-

71.3

81.7

-

48.3

26.4

-

43.3

56.2

-

7.2

16.6

-

1.2

0.8

-

주: 가중치 반영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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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이용여건 유무별 인터넷 비이용 세부 이유
(단위: %)
<비자발적 이유: 이용할 마음은 있으나 이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자발적 이유: 이용할 여건은 되지만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

주: 주된 이유 1순위 기준이며, 가중치 반영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분석함.

인터넷 비이용 이유를 1순위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
저 이용할 마음은 있으나 이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사용방법을 모
르거나 어려워서’(67.6%), ‘이용할 기기가 없어서’(15.1%), ‘인터넷 이용
요금이 부담스러워서’(7.9%), ‘신체적 제약으로 이용이 어려워서’(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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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할 여건은 되지만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 세부 응답은 ‘아무런 불편이 없어서’(87.5%)이 다수이며, ‘이용에
부정적 생각’(3.9%),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3.9%), ‘가까운 사람의
인터넷 비이용’(3.9%)이다. 즉 노년층의 디지털 취약성은 노년층의 디지
털에 대한 인식 부족에 의해 스스로 선택한 경우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노년층의 향후 이용의향을 살펴본 결과,
디지털소외형에서 8.4%, 저역량･저활용형에서 17.4%만이 이용할 의향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다소 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인터넷 비이용
이유의 자발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의지가 향후 이용의향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5>는 노년층이 PC 및 모바일기기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
용하다 잘 모르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지를 보여주
고 있다. 먼저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모든 유형에서 80%대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전문인력’이 40~60%대로 나타났다(그런 편이다+매우 그
렇다, 이하 동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 손자, 부모, 형
제, 자매 등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디지털소외형 84.9%,
저역량･저활용형 83.4%, 적극활용형 85%이다. 서비스센터 등 전문인력
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46.6%, 46.8%, 63.3%로, 적극활
용형에서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조금 높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적극활용형의 경우 ‘스스로 해결’하거나 ‘인터넷
정보 검색 도움’을 받는 등 디지털 조력자 없이 해결하는 비율이 다른 유
형에 비해 높다. ‘스스로 해결’ 응답의 경우 적극활용형 33.2%로 디지털
소외형(19.2%)과 저역량･저활용형(18.6%)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차
이가 있다. ‘인터넷 정보 검색 도움’의 경우에도 적극활용형 55.8%로 디
지털소외형(37.0%)과 저역량･저활용형(34.1%)에 비해 약 20%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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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즉 적극활용형은 양적으로 정보 활용이 많아서 디지털기기 이용 과
정에서 문제 상황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이때 가족이나 전문인력 등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활용형의 이러한 문
제해결 경험은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선순환을 발생시키고 있다.

<표 4-15> 유형별 디지털 조력자 특성
(단위: %)
구분

스스로 해결

직장 동료･지인
도움

인터넷 정보검색
도움

서비스센터 등
전문인력 도움

적극활용형

34.2

41.0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46.6

40.4

52.2

다소 그런 편이다

17.8

18.3

30.4

14.6

2.8

매우 그렇다

1.4

0.3

전혀 그렇지 않다

6.9

2.8

1.5

8.2

13.8

13.5

63.0

60.7

59.7

21.9

22.7

25.3

전혀 그렇지 않다

21.9

30.2

12.1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41.1

30.5

40.6

다소 그런 편이다

28.8

33.2

38.8

가족(자녀, 손자,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부모, 형제자매 등)
다소 그런 편이다
도움
매우 그렇다

친구 도움

디지털소외형 저역량･저활용형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8.2

6.1

8.5

전혀 그렇지 않다

34.2

40.7

19.4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28.8

23.6

31.8

다소 그런 편이다

34.3

28.5

40.0

매우 그렇다

2.7

7.2

8.8

전혀 그렇지 않다

31.5

40.4

13.7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31.5

25.5

30.5

다소 그런 편이다

31.5

28.5

44.5

매우 그렇다

5.5

5.6

11.3

전혀 그렇지 않다

30.1

29.9

13.6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3

23.3

23.1

다소 그런 편이다

38.4

34.3

50.1

매우 그렇다

8.2

12.5

13.2

주: 가중치 반영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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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의 정보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을 때, 수강하고 싶은 과정
이 없다는 비율이 디지털소외형에서 72.1%로 가장 높고, 저역량･저활용
형 54.3%, 적극활용형 37.1%로 나타났다.
수강하고 싶은 정보화 교육 분야(1순위 기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형에 상관없이 컴퓨터 기초 분야의 수요가 가장 높은데 디지털소외형
(73.9%), 저역량･저활용형(65.1%), 적극활용형(59.6%) 순이다. 즉 컴퓨
터 기초 분야는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낮을수록 선호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터 기초 교육 분야는 컴퓨터/모바일기기 관리, 문서 작성(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정보검색, 문서저장(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법
등), 정보보안 과정이 포함된다.
<표 4-16> 유형별 정보화 교육 수요
(단위: %)
디지털소외형

저역량･저활용형

적극활용형

수강하고 싶은 과정 없음

구분

72.1

54.3

37.1

수강하고 싶은 과정 있음

27.9

45.7

62.9

컴퓨터 기초

73.7

65.1

59.6

생활서비스

16.6*

26.8

21.0

소셜 미디어

8.8*

6.2*

8.6

-

0.4*

8.6

0.9*

1.5*

2.2*

미디어창작/앱개발 등
새로운 기기･기술 체험 및 활용법

주: 1순위 기준이며, *항목의 경우 사례수가 작아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분석함.

그 다음 예약/예매, 금융서비스, 정부행정서비스, 쇼핑 등에 대한 교육
과정을 포함하는 생활서비스에 대한 교육 수요가 높은데, 저역량･저활용
형(26.8%), 적극활용형(21.0%), 디지털소외형(16.6%)이다. 그 외의 교
육 분야 참여 의사가 낮은 편이다. 소셜미디어 교육 분야는 SNS활용, 메
신저, 개인블로그 및 카페 개설･활용방법, 미디어창작/앱개발 교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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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지/동영상 제작･편집, 프로그래밍 언어(스크래치, 파이선 등), 모
바일 앱 개발,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 및 운영, 새로운 기기･기술 체험 및
활용법은 AI스피커 사용 방법, 드론 제작 및 조종, 빅데이터 등의 과정이
포함된다.

제4절 생활 속 정보 활용수준 및 중요도 인식
이 절은 전체 국민 및 노인의 일상생활 속 정보 활용수준과 중요성 인
식에 대한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
럼 연구진은 노년층이 정보기술의 편리성을 누리며 새로운 정보기술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일
상생활에서 활용수준이나 중요성이 높은 정보 활동 영역을 파악하여 우
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
다. 따라서 이 절은 노년기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관
심을 가져야 할 일상생활 속 정보 활용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전문가
의 입장에서 조사한 내용을 제시한다.

1. 국민 및 노인의 생활 속 정보 활용수준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생활 속 정보 활용의 범위와 수준에 대
해 파악하였다. 여기서 생활 속 정보 활용 수준은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키오스크 등을 이용한 정보 활용수준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 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1점), ② 분기1회 정도 사용한다(2
점), ③ 월 1회 정도 사용한다(3점), ④ 주 1~2회 정도 사용한다(4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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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매일 사용한다(5점)로 응답 받았다.
생활 속 정보 활용은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분류를 참조하여 정
보습득, 관계 및 공유, 생활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총 26개 항목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정보습득’ 영역은 인터넷을 활용한 뉴스 기사 보기
(뉴스 기사 보기), 네이버･구글 등 활용한 생활 정보검색 및 활용(생활정
보 활용), 위키피디아･학술논문DB 등 활용한 전문지식 검색 및 활용(전
문지식 활용), 유튜브･넷플릭스 등 동영상 보기(동영상 보기), 전자북･오
디오북 등 이용한 독서(독서)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관계 및 공유’ 영역은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 이용한 의사소통
(메신저),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밴드 등 SNS를 이용한 의사소통
(SNS),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밴드 등 SNS를 이용한 동호회･커
뮤니티 활동(커뮤니티),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등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
는 온라인 공식채널 이용(정치의견), 블로그･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및 공
유(콘텐츠 제작), Zoom･구글 행아웃 등을 이용한 통화･화상회의(화상통
화･회의), 드랍박스 등 클라우드를 이용한 자료저장과 공유･활용(자료저
장)의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생활’ 영역은 GPS를 활용한 교통정보 및 지도 이용(교통･지도), 일상
물품･장보기･가전제품 등 제품 구매(제품구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주문 및 배달(음식 주문･배달), 기차･버스･영화관 등 예약 및
예매(예약･예매),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의 온라인 수강신청 및 시청(온라
인 신청･수강),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확인, 이체, 송금 등 금융거래(금
융거래),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확인, 공과금 세금 조회･
납부 등 행정서비스(행정서비스), 교통･안전･직업･의료･문화･환경 등 정
부의 복지정보서비스(생활복지서비스), 식당･카페 등 키오스크 이용(무인
주문서비스), 공공기관내 무인발급기 이용(무인발급기), 은행･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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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 이용(ATM), 외부에서 로봇청소기 및 에어컨 작동 등 스마트 가
전기기의 이용 및 고기능 사양 이용(스마트 가전기기), AI 스피커 사용(AI
스피커), 생활 및 건강관리 목적의 웨어러블기기 사용(웨어러블기기)의
1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일상생활 속 국민들의 영역별 정보 활용수준을 살펴보면, 정보습득 영
역에서 뉴스 기사 보기와 생활정보 활용, 관계 및 공유 영역에서 메신저
는 거의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이 100%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 영역에
서 교통･지도 역시 거의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이 80%로 매우 높은 것으
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들 정보 활용 항목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빈번
히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주 1~2회 정도 사용한다와 거의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을 합산하여 50% 이상이 되는 항목은 정보 습득 영
역에서 동영상 보기(주 1~2회 정도 사용한다 50%, 거의 매일 사용한다
45%), 관계 및 공유 영역에서 메신저(각각 25%, 60%), SNS(각각 35%,
50%)이다. 생활 영역에서는 제품구매(각각 55%, 40%), 음식 주문･배달
(각각 50%, 15%), 예약･예매(각각 40%, 10%), 온라인 신청･수강(각각
35%, 15%), 금융거래(각각 55%, 35%), 무인 주문서비스(각각 45%,
20%), ATM(각각 40%, 10%)이다.
반면 일상생활 속 65세 이상 노인들의 영역별 정보 활용수준은 국민들
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 1~2회 정도 거의 매일 사용한다
와 거의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을 합산하여 50% 이상 되는 항목은 정보
습득 영역에서 뉴스 기사 보기(주 1~2회 정도 거의 매일 사용한다 20%,
거의 매일 사용한다 60%), 생활정보 활용(각각 45%, 35%), 동영상 보기
(각각 20%, 35%)이다. 즉 노인들은 전체 국민들에 비해 조금 낮지만, 뉴
스 기사, 생활정보 활용, 동영상 보기 등 정보 습득 영역에 대한 정보 활
용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 및 공유 영역에서는 메신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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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정도 거의 매일 사용한다 15%, 거의 매일 사용한다 75%), 생활 영
역에서 교통･지도(각각 45%, 20%) 항목에 한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노인들은 관계 및 공유, 생활 영역의 경우 전체 국민들에 비해
정보 활용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19>에 제시된 정보 활용 영역별 활용수준에 대한 국민과 노인
간의 차이를 활용수준의 평균값으로 살펴보면, 전체 영역에서 노인들은
국민들에 비해 정보 활용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기준에
서 일상생활에서의 빈번하게 활용되는 항목(주 1~2회 정도 사용한다 기
준, 4점 이상 득점) 중 국민과 노인 간의 차이가 정보 활용수준이 1점 이
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관계 및 공유 영역에서 SNS(-1.55점)와 커뮤
니티(-1.25점), 생활 영역에서 교통･지도(-1.10점)와 제품구매(-1.60
점), 금융거래(-1.85점)으로 나타났다. 즉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인들은
정보습득 영역에서 뉴스 기사 보기와 생활정보 활용은 일반 국민과 유사
하거나 조금 낮지만 활발하게 이용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
인들은 국민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관계 및 공유 영역에서 SNS와 커뮤
니티, 생활 영역에서 교통･지도, 제품구매, 금융거래에 대한 활용수준이
일반 국민에 비해 낮다. 따라서 노년층이 정보 미활용으로 생활상의 어려
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기를 이용한 사회관계 맺기와 사
회활동, 생활 속 정보 기기를 이용한 이동, 구매, 금융에 대한 정보 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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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국민의 생활 속 정보 활용수준(빈도)
(단위: %)
영역

①

②

③

인터넷을 활용한 뉴스 기사 보기

0

0

0

0 100

0

0

0 100

정 네이버, 구글 등 활용한 생활 정보검색 및 활용
보
습 위키피디아, 학술논문DB 등 활용한 전문지식 검색 및 활용
득 유튜브, 넷플릭스 등 동영상 보기
전자북(e-book), 오디오북 등 이용한 독서

0
20
0

④

5 50 20
0

5

5 50

45

25 15 30 30

0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이용한 의사소통

0

0

0

0 100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이용한 의사소통

5

0 10 25

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이용한 동호회, 커
5
5
5 35
계 뮤니티 활동
및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등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공식채
25 20 35 20
공 널 이용
유 블로그, 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및 공유

⑤

60
50
0

25 15 45 15

0

Zoom, 구글 행아웃 등을 이용한 통화, 화상회의

15 30 20 25

10

드랍박스 등 클라우드를 이용한 자료저장과 공유, 활용

10 25 20 35

10

GPS를 활용한 교통정보 및 지도 이용

0

5 10

5

제품 구매(일상물품, 장보기, 가전제품 등)

0

0

80

5 55

40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주문 및 배달

0 10 25 50

15

기차･버스･영화관 등 예약 및 예매

0

5 45 40

10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의 온라인 수강신청 및 시청

5 20 25 35

15

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확인, 이체, 송금 등)

0

0 10 55

35

0 30 35 25

10

5 25 30 30

10

5 10 20 45

20

행정서비스(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확인, 공과금
세금 조회･납부 등)
생
활 생활복지서비스(교통･안전･직업･의료･문화･환경 등 정부의 복지정
보서비스)
식당･카페 등 키오스크 이용(무인 주문서비스)
공공기관내 무인발급기 이용

10 35 30 25

0

은행･편의점 ATM기 이용

15 10 25 40

10

스마트 가전기기의 이용 및 고기능 사양 이용(외부에서 로봇청소기
20 20 15 30
및 에어컨 작동 등)

15

AI 스피커 사용

25 10 40

5

20

생활 및 건강관리 목적의 웨어러블기기 사용

25 10 30 25

10

주: 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1점), ② 분기1회 정도 사용한다(2점), ③ 월 1회 정도 사용한다(3점),
④ 주 1~2회 정도 사용한다(4점), ⑤ 거의 매일 사용한다(5점)
자료: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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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노인의 생활 속 정보 활용수준(빈도)
(단위: %)
영역

①

②

인터넷을 활용한 뉴스 기사 보기

10

5

정 네이버, 구글 등 활용한 생활 정보검색 및 활용
보
습 위키피디아, 학술논문DB 등 활용한 전문지식 검색 및 활용
득 유튜브, 넷플릭스 등 동영상 보기
전자북(e-book), 오디오북 등 이용한 독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이용한 의사소통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이용한 의사소통

5
85
5

③

⑤

0 15 45 35
5 10

0

0

5 35 20 35

65 10 25
5

④

5 20 60

0

0

0

5 15 75

25 15 25 25 10

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이용한 동호회, 커
25 10 20 35 10
계 뮤니티 활동
및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등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공식채
40 15 35 5
5
공 널 이용
유 블로그, 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및 공유

55 20 20

5

0

Zoom, 구글 행아웃 등을 이용한 통화, 화상회의

65 10 20

5

0

드랍박스 등 클라우드를 이용한 자료저장과 공유, 활용

75 20

0

0

GPS를 활용한 교통정보 및 지도 이용

15

제품 구매(일상물품, 장보기, 가전제품 등)

20 15 40 20

5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주문 및 배달

45 20 30

5

0

기차･버스･영화관 등 예약 및 예매

15 40 35 10

0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의 온라인 수강신청 및 시청

70 15 10

5

0

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확인, 이체, 송금 등)

20 30 40 10

0

5

5 15 45 20

행정서비스(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확인, 공과금
45 20 25 10
세금 조회･납부 등)
생
활 생활복지서비스(교통･안전･직업･의료･문화･환경 등 정부의 복지정 35 25 25 15
보서비스)

0
0

식당･카페 등 키오스크 이용(무인 주문서비스)

30 15 50

5

0

공공기관내 무인발급기 이용

20 35 35 10

0

은행･편의점 ATM기 이용

10 15 50 25

0

스마트 가전기기의 이용 및 고기능 사양 이용(외부에서 로봇청소기
60 25 15
및 에어컨 작동 등)

0

0

AI 스피커 사용

70 25

5

0

0

생활 및 건강관리 목적의 웨어러블기기 사용

55 25 10

5

5

주: 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1점), ② 분기1회 정도 사용한다(2점), ③ 월 1회 정도 사용한다(3점),
④ 주 1~2회 정도 사용한다(4점), ⑤ 거의 매일 사용한다(5점)
자료: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122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모색

<표 4-19> 국민 및 노인의 생활 속 정보 활용수준 비교(평균값)
(단위: 5점 만점/점)
평균값
국민
노인
5.00
4.15

-0.85

5.00

4.05

-0.95

2.85

1.25

-1.60

4.40

3.75

-0.65

2.65

1.60

-1.05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이용한 의사소통

5.00

4.55

-0.45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이용한 의사소통

4.35

2.80

-1.55

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이용한 동호회, 커
계 뮤니티 활동

4.20

2.95

-1.25

2.50

2.20

-0.30
-0.75

영역
인터넷을 활용한 뉴스 기사 보기
정 네이버, 구글 등 활용한 생활 정보검색 및 활용
보
습 위키피디아, 학술논문DB 등 활용한 전문지식 검색 및 활용
득 유튜브, 넷플릭스 등 동영상 보기
전자북(e-book), 오디오북 등 이용한 독서

및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등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공식
공 채널 이용
유 블로그, 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및 공유

차이

2.50

1.75

Zoom, 구글 행아웃 등을 이용한 통화, 화상회의

2.85

1.65

-1.20

드랍박스 등 클라우드를 이용한 자료저장과 공유, 활용

3.10

1.30

-1.80

GPS를 활용한 교통정보 및 지도 이용

4.60

3.50

-1.10

제품 구매(일상물품, 장보기, 가전제품 등)

4.35

2.75

-1.60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주문 및 배달

3.70

1.95

-1.75

기차･버스･영화관 등 예약 및 예매

3.55

2.40

-1.15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의 온라인 수강신청 및 시청

3.35

1.50

-1.85

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확인, 이체, 송금 등)

4.25

2.40

-1.85

행정서비스(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확인, 공과금
세금 조회･납부 등)

3.15

2.00

-1.15

3.15

2.20

-0.95

식당･카페 등 키오스크 이용(무인 주문서비스)

3.65

2.30

-1.35

공공기관내 무인발급기 이용

2.70

2.35

-0.35

은행･편의점 ATM기 이용

3.20

2.90

-0.30

스마트 가전기기의 이용 및 고기능 사양 이용(외부에서 로봇청소
기 및 에어컨 작동 등)

3.00

1.55

-1.45

생
활 생활복지서비스(교통･안전･직업･의료･문화･환경 등 정부의 복지
정보서비스)

AI 스피커 사용

2.85

1.35

-1.50

생활 및 건강관리 목적의 웨어러블기기 사용

2.85

1.80

-1.05

주: 1) 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1점), ② 분기1회 정도 사용한다(2점), ③ 월 1회 정도 사용한다(3
점), ④ 주 1~2회 정도 사용한다(4점), ⑤ 거의 매일 사용한다(5점)
2) 차이는 노인 평균값에서 국민 평균값을 차감한 것임.
자료: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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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도 일상생활 속 정보 활용수준의 평균값이
3점 미만인 항목들을 삭제하였다. 여기서 정보 활용수준이 3점 미만인 경
우는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분기 1회 정도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연구진
은 이러한 정보 활용의 미활용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적게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연구진이 제안한 생활 속 정
보 활용 범위 이외에 ‘생활’ 영역에서 ‘wifi 연결 및 사용’, ‘카카오 택시나
버스 대기시간 등과 같은 앱을 활용한 교통수단 이용’, ‘수술, 성인병, 간
병 등 의료서비스 이용 후 전자기기의 앱을 이용한 개인보험 청구’를 추
가할 것을 제안하여,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이들 3가지 항목을 포
함하여 생활 속 정보 활용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음원 다운로드’, ‘응급시 대응방안 매뉴얼 안내, 정보 등’, ‘노인들만의
정보공유 공간’, ‘건강정보 및 서비스(병원, 약구, 코로나19 확산, 복약관
리 등)’,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의 정보 탐색과 평판조회’ 등을 제안하였
는데, 이들 내용은 특정한 활동에 중점을 둔 부분으로 기존 항목과 유사
하거나 이미 포괄하고 있는 정보 활용이라는 판단에서 추가하지 않았
다.32)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화상회의보다 가족과 화상통화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Zoom, 구글 행아웃 등을 이용한 통화를 ‘카카오 페이
스톡 등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결국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일상생
활 속의 정보 활용 범위는 <표 4-20>과 같다. 연구진은 이렇게 도출된 생
활 속 정보 활용 범위 내에서 따른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32) 당초 연구진이 마련한 정보 활용 범위에서 ‘음원 다운로드’, ‘응급시 대응방안 매뉴얼
안내, 정보 등’, ‘건강정보 및 서비스(병원, 약구, 코로나19 확산, 복약관리 등)’, ‘병원이
나 요양시설 등의 정보 탐색과 평판조회’은 정보 습득 영역, ‘노인들만의 정보공유 공
간’은 관계 및 공유 영역에서 해당 정보 활용을 파악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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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생활 속 정보 활용 범위
영역
정보
습득

관계 및
공유

생활

네이버, 구글 등 활용한 생활 정보검색 및 활용
인터넷을 활용한 뉴스 기사 보기
유튜브, 넷플릭스 등 동영상 보기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이용한 의사소통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이용한 의사소통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이용한 동호회, 커뮤니티 활동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등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공식채널 이용
카카오 페이스톡 등을 이용한 화상통화
GPS를 활용한 교통정보 및 지도 이용
제품 구매(일상물품, 장보기, 가전제품 등)
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확인, 이체, 송금 등)
행정서비스(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확인, 공과금 세금 조회･납부 등)
생활복지서비스(교통･안전･직업･의료･문화･환경 등 정부의 복지정보서비스)
은행･편의점 ATM기 이용
기차･버스･영화관 등 예약 및 예매
공공기관내 무인발급기 이용
식당･카페 등 키오스크 이용(무인 주문서비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주문 및 배달
생활 및 건강관리 목적의 웨어러블기기 사용
스마트 가전기기의 이용 및 고기능 사양 이용(외부에서 로봇청소기 및 에어컨 작
동 등)
AI 스피커 사용
wifi 연결 및 사용
카카오택시나 버스대기시간 등과 같은 앱을 활용한 교통수단 이용
수술, 성인병, 간병 등 의료서비스 이용 후 전자기기의 앱을 이용한 개인보험 청구

자료: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2. 국민 및 노인의 생활 속 정보 활용 중요도
생활 속 정보 활용의 중요도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키오스크 등
을 이용한 정보활용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지에 대해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② 중요하지 않다(2점), ③ 보
통이다(3점), ④ 중요하다(4점), ⑤ 매우 중요하다(5점)로 응답 받았다. 생
활 속 정보 활용의 중요도는 1차와 2차에서 모두 파악하였는데, 1차 조사
에서 생활 속 정보 활용수준이 5점 만점에 3점 미만인 항목의 경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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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는 중요도를 파악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2차 전문가 델
파이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보 활용 영역의 중요도를 설명하고자 한다.
국민 및 노인의 생활 속 정보 활용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응답 평균값
이 모두 3점 이상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문가들이 국민의
생활 속 정보 활용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항목은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를 합산한 기준으로 정보습득 영역에서 생활정보 활용(100%),
뉴스 기사 보기(100%), 동영상 보기(65%)이며, 관계 및 공유 영역에서
메신저(100%), SNS(55%), 커뮤니티(55%), 화상통화(70%)가 50% 이상
의 응답을 받았다. 동일 기준으로 생활 영역에서 50%를 넘는 항목은 교
통･지도(95%), 제품 구매(90%), 금융거래(100%), 행정서비스(95%), 생
활복지서비스(85%), ATM(60%), 예약･예매(80%), 무인발급기(70%), 무
인 주문서비스(65%), 음식 주문･배달(80%), wifi 연결 및 사용(80%), 교
통수단 앱 이용(80%), 개인보험 청구 앱 이용(50%)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노인의 생활 속 정보 활용 중요도를 국민의 경우와 크
게 다르지 않게 평가하고 있지만, 노인의 정보 활용 중요도를 국민에 비
해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노인의 생활 속 정보 활용 중요도에서 ‘중
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 응답의 합산이 50%를 넘는 항목은 정보 습득
영역에서 생활정보 활용(100%), 뉴스 기사 보기(90%), 동영상 보기
(50%), 관계 및 공유 영역에서 메신저(100%), 화상통화(65%)이다. 생활
영역에서는 교통･지도(85%), 제품 구매(85%), 금융거래(95%), 행정서비
스(85%), 생활복지서비스(70%), ATM(80%), 예약･예매(55%), 무인발급
기(50%), 무인 주문서비스(55%), wifi 연결 및 사용(75%), 교통수단 앱
이용(55%)이다. 즉 노인 생활 속 정보 중요도가 높은 항목은 국민의 정보
활용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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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국민의 생활 속 정보 활용 중요도
(단위: 5점 만점/점, %)
영역
정 네이버, 구글 등 활용한 생활 정보검색 및 활용
보
인터넷을 활용한 뉴스 기사 보기
습
득 유튜브, 넷플릭스 등 동영상 보기

관
계
및
공
유

생
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이용한 의사소통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이
용한 의사소통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이
용한 동호회, 커뮤니티 활동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등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공식채널 이용
카카오 페이스톡 등을 이용한 화상통화
GPS를 활용한 교통정보 및 지도 이용
제품 구매(일상물품, 장보기, 가전제품 등)
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확인, 이체, 송금
등)
행정서비스(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확인, 공과금 세금 조회･납부 등)
생활복지서비스(교통･안전･직업･의료･문화･환경
등 정부의 복지정보서비스)
은행･편의점 ATM기 이용
기차･버스･영화관 등 예약 및 예매
공공기관내 무인발급기 이용
식당･카페 등 키오스크 이용(무인 주문서비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주문 및 배달
생활 및 건강관리 목적의 웨어러블기기 사용
스마트 가전기기의 이용 및 고기능 사양 이용(외부
에서 로봇청소기 및 에어컨 작동 등)
AI 스피커 사용
wifi 연결 및 사용
카카오택시나 버스대기시간 등과 같은 앱을 활용한
교통수단 이용
수술, 성인병, 간병 등 의료서비스 이용 후 전자기
기의 앱을 이용한 개인보험 청구

평균값
1차 2차

①

②

빈도
③ ④

4.70 4.80

0

0

0

20

80

4.60 4.50

0

0

0

50

50

⑤

3.70 3.70

0

0

35

60

5

4.80 4.70

0

0

0

30

70

4.20 3.60

0

5

40

45

10

4.10 3.50

0

5

40

55

0

3.60 3.40

0

10

45

40

5

3.85
4.55 4.50
4.70 4.55

0
0
0

0
0
0

30
5
10

55
40
25

15
55
65

4.80 4.70

0

0

0

30

70

4.50 4.35

0

0

5

55

40

4.20 4.30

0

0

15

40

45

4.05
4.35
4.00
4.00
4.25
3.55

3.95
4.30
3.95
3.80
4.00
3.40

0
0
0
0
0
0

5
5
0
5
5
5

35
15
30
30
15
50

20
25
45
45
55
45

40
55
25
20
25
0

3.70 3.30

0

5

60

35

0

3.40 3.05
4.10

0
0

15
5

70
15

10
45

5
35

-

4.15

0

5

15

40

40

-

3.55

0

10

40

35

15

주: 1)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② 중요하지 않다(2점), ③ 보통이다(3점), ④ 중요하다(4점),
⑤ 매우 중요하다(5점)
2) 1차 조사 이후 수정, 추가된 항목은 1차 평균값이 없음.
자료: 1차 및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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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노인의 생활 속 정보 활용 중요도
(단위: 5점 만점/점, %)
평균값
1차
2차

①

②

네이버, 구글 등 활용한 생활 정보검색 및 활용

4.35 4.65

0

0

0

35

65

인터넷을 활용한 뉴스 기사 보기

4.30 4.25

0

0

10

55

35

영역
정
보
습
득

관
계
및
공
유

생
활

빈도
③ ④

⑤

유튜브, 넷플릭스 등 동영상 보기

3.85 3.60

0

0

50

40

10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이용한 의사소통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이
용한 의사소통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이
용한 동호회, 커뮤니티 활동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등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
는 온라인 공식채널 이용
카카오 페이스톡 등을 이용한 화상통화

4.75 4.50

0

0

0

50

50

3.40 3.05

0

15

65

20

0

3.40 3.05

0

15

65

20

0

3.35 3.20

0

20

45

30

5

3.75

0

5

30

50

15

GPS를 활용한 교통정보 및 지도 이용

4.35 4.20

0

0

15

50

35

제품 구매(일상물품, 장보기, 가전제품 등)
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확인, 이체, 송
금 등)
행정서비스(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인터넷 발
급 확인, 공과금 세금 조회･납부 등)
생활복지서비스(교통･안전･직업･의료･문화･환경
등 정부의 복지정보서비스)
은행･편의점 ATM기 이용

4.20 4.20

0

5

10

45

40

4.15 4.40

0

0

5

50

45

4.05 4.00

0

5

10

65

20

4.05 3.95

0

0

30

45

25

4.00 3.90

0

5

15

65

15

기차･버스･영화관 등 예약 및 예매

3.85 3.50

0

10

35

50

5

공공기관내 무인발급기 이용

3.85 3.50

0

5

45

45

5

식당･카페 등 키오스크 이용(무인 주문서비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주문 및 배
달
생활 및 건강관리 목적의 웨어러블기기 사용
스마트 가전기기의 이용 및 고기능 사양 이용(외
부에서 로봇청소기 및 에어컨 작동 등)
AI 스피커 사용

3.80 3.65

0

5

40

40

15

3.70 3.45

0

5

50

40

5

3.35 3.40

0

10

50

30

10

3.10 3.00

0

15

70

15

0

wifi 연결 및 사용
카카오택시나 버스대기시간 등과 같은 앱을 활용
한 교통수단 이용
수술, 성인병, 간병 등 의료서비스 이용 후 전자기
기의 앱을 이용한 개인보험 청구

-

3.10 3.05

0

20

60

15

5

-

3.90

5

5

15

45

30

-

3.55

5

5

35

40

15

-

3.35

5

5

55

20

15

주: 1)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② 중요하지 않다(2점), ③ 보통이다(3점), ④ 중요하다(4점),
⑤ 매우 중요하다(5점)
2) 1차 조사 이후 수정, 추가된 항목은 1차 평균값이 없음.
자료: 1차 및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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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국민 및 노인의 생활 속 정보 활용 중요도 비교
(단위: 5점 만점/점)
영역
정 네이버, 구글 등 활용한 생활 정보검색 및 활용
보
습 인터넷을 활용한 뉴스 기사 보기
득 유튜브, 넷플릭스 등 동영상 보기

관
계
및
공
유

평균값

차이

국민

노인

4.80

4.65

-0.15

4.50

4.25

-0.25

3.70

3.60

-0.1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이용한 의사소통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이용한 의사소
통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이용한 동호
회, 커뮤니티 활동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등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공식채널 이용

4.70

4.50

-0.2

3.60

3.05

-0.55

3.50

3.05

-0.45

3.40

3.20

-0.2

카카오 페이스톡 등을 이용한 화상통화

3.85

3.75

-0.1

GPS를 활용한 교통정보 및 지도 이용

4.50

4.20

-0.3

제품 구매(일상물품, 장보기, 가전제품 등)

4.55

4.20

-0.35

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확인, 이체, 송금 등)
행정서비스(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확인, 공
과금 세금 조회･납부 등)
생활복지서비스(교통･안전･직업･의료･문화･환경 등 정부의
복지정보서비스)
은행･편의점 ATM기 이용

4.70

4.40

-0.3

4.35

4.00

-0.35

4.30

3.95

-0.35

3.95

3.90

-0.05

기차･버스･영화관 등 예약 및 예매

4.30

3.50

-0.8

공공기관내 무인발급기 이용

3.95

3.50

-0.45

생
활 식당･카페 등 키오스크 이용(무인 주문서비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주문 및 배달

3.80

3.65

-0.15

4.00

3.45

-0.55

생활 및 건강관리 목적의 웨어러블기기 사용
스마트 가전기기의 이용 및 고기능 사양 이용(외부에서 로봇
청소기 및 에어컨 작동 등)
AI 스피커 사용

3.40

3.40

0

3.30

3.00

-0.3

3.05

3.05

0

wifi 연결 및 사용
카카오택시나 버스대기시간 등과 같은 앱을 활용한 교통수단
이용
수술, 성인병, 간병 등 의료서비스 이용 후 전자기기의 앱을
이용한 개인보험 청구

4.10

3.90

-0.2

4.15

3.55

-0.6

3.55

3.35

-0.2

주: 1)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② 중요하지 않다(2점), ③ 보통이다(3점), ④ 중요하다(4점),
⑤ 매우 중요하다(5점)
2) 차이는 노인 평균값에서 국민 평균값을 차감한 것임.
자료: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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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노인의 생활 속 정보 활용수준 및 중요도 비교
(단위: 5점 만점/점)
영역

노인

국민

활용수준 중요도 활용수준 중요도

정 네이버, 구글 등 활용한 생활 정보검색 및 활용
보
습 인터넷을 활용한 뉴스 기사 보기
득 유튜브, 넷플릭스 등 동영상 보기

4.05

4.65

5.00

4.80

4.15

4.25

5.00

4.50

3.75

3.60

4.40

3.70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이용한 의사소통

4.55

4.50

5.00

4.70

3.05

4.35

3.60

3.05

4.20

3.50

3.20

2.50

3.40

3.75
4.20

4.60

3.85
4.50

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이용한 의사 2.80
계 소통
및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이용한 동호 2.95
회, 커뮤니티 활동
공
유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등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2.20
공식채널 이용
카카오 페이스톡 등을 이용한 화상통화
GPS를 활용한 교통정보 및 지도 이용
3.50
제품 구매(일상물품, 장보기, 가전제품 등)

2.75

4.20

4.35

4.55

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확인, 이체, 송금 등)
행정서비스(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확인, 공
과금 세금 조회･납부 등)
생활복지서비스(교통･안전･직업･의료･문화･환경 등 정부의
복지정보서비스)
은행･편의점 ATM기 이용

2.40

4.40

4.25

4.70

2.00

4.00

3.15

4.35

2.20

3.95

3.15

4.30

2.90

3.90

3.20

3.95

기차･버스･영화관 등 예약 및 예매

2.40

3.50

3.55

4.30

공공기관내 무인발급기 이용

2.35

3.50

2.70

3.95

2.30

3.65

3.65

3.80

생
활 식당･카페 등 키오스크 이용(무인 주문서비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주문 및 배달

1.95

3.45

3.70

4.00

생활 및 건강관리 목적의 웨어러블기기 사용
1.80
스마트 가전기기의 이용 및 고기능 사양 이용(외부에서 로봇
1.55
청소기 및 에어컨 작동 등)
AI 스피커 사용
1.35

3.40

2.85

3.40

3.00

3.00

3.30

3.05

2.85

3.05

wifi 연결 및 사용
카카오택시나 버스대기시간 등과 같은 앱을 활용한 교통수단
이용
수술, 성인병, 간병 등 의료서비스 이용 후 전자기기의 앱을
이용한 개인보험 청구

-

3.90

-

4.10

-

3.55

-

4.15

-

3.35

-

3.55

주: 1) 활용수준: 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1점), ② 분기1회 정도 사용한다(2점), ③ 월 1회 정도
사용한다(3점), ④ 주 1~2회 정도 사용한다(4점), ⑤ 거의 매일 사용한다(5점)
2) 중요도: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② 중요하지 않다(2점), ③ 보통이다(3점), ④ 중요하다
(4점), ⑤ 매우 중요하다(5점)
자료: 1차 및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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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b)의 2019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세대 간 정보격차를 디지털정보화 접
근 수준, 역량 수준, 활용 수준의 3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모든 부문
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보화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
수준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보유율은 청년층 100%, 중장
년층 98.7%, 노년층 64.5%로 노년층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이 있었
다. 역량 수준의 경우 생활 속 정보 활용에서 중요한 ‘필요한 앱 설치 및
이용’ 비율이 청년층 88.7%, 중장년층 79.7%, 노년층 28.8%로 접근 수
준보다 세대 간 격차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었다(모바일기기 기준). 활용
수준의 경우 모든 세대에서 정보 및 뉴스 검색, 메신저, 교통정보 및 지도
등 생활정보서비스 이용률이 높지만, 노년층은 청장년층에 비해 이용률
이 낮고 상대적으로 메신저 이용률(44.1%)이 가장 높은 특성이 있었다.
노년층 내의 정보화 수준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정보화 수준
을 이용하여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접근 및 역량, 활용 수준이 모두 낮은
‘디지털소외형’(24.7%), 접근 수준은 높지만 역량과 활용 수준이 낮은
‘저역량･저활용형’(36.2%), 전반적으로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높은 ‘적극
활용형’(39.1%)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노년층의 정보화 지원 정책은 유
형별로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소외형은 디지털기기 접근성
을 높이기 위한 현물 및 현금 지원이나 디지털기기의 고령친화성 제고,
저역량ㆍ저활용형은 정보화 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 지원 정책이 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총 2회차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노년기 일상생
활 속 정보 활용수준 및 중요도 인식을 파악한 결과, 다양한 정보 활용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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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들 중 노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은 생활정보 활용, 뉴스 기사
보기, 동영상 보기, 메신저, 화상통화, 교통･지도, 제품구매, 금융거래, 행
정 및 생활복지서비스, ATM, 예약･예매, 무인발급기, 무인 주문서비스
(키오스크), wifi, 교통수단앱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소외를 경험하지 않고 정보기술 발달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도출한 정보 활용 항목에 대한 역량을 우선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 람을
생각하 는
사 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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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질적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제5장은 제4장의 양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여, 65세 이상 노년층 대
상 집단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정보기술
변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정보 활용 현황과 정책 욕구에 대해 보다 면밀
하게 살펴보았다. FGI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진행하였다(IRB 승인번호 제2020-49호).

2. 자료 수집 및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만 65세 이상 서울, 경기도 거주자 20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
시하였다. 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하면, FGI 연구참여자 규모가
20명으로 전국을 포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정보기술의 적용 및 활용 수준이 높은 대도시 및 인접 지역으로 한정하였
다.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 특성상 정보기술의 도입이 빠르고 그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정보 활용의 노출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연구참여자 확보 및 집합의 어려움이 있다
는 점에서 2019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약 40%가 거
주하고 있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행정안전부, 2020)의 노인을 대상으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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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8월 10일에서 8월 12일이며, FGI는 집단별로 2
시간 내외로 진행하였다. 면접장소는 조사전문업체의 협력으로 폐쇄된
미러룸(mirror room)에서 전문 모더레이터의 진행 하에 실시하였으며,
연구진이 FGI를 참관하며 추가적인 질의응답이 가능한 환경에서 실시하
였다. FGI는 동시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한 후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
였다. 연구진은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설계단계에서
질적 연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이후 결과 해석 과정에서는 연구진
회의를 통해 연구결과의 틀 구성과 해석에 대한 점검과 수정 과정을 수차
례 거쳤다. 그리고 노년학 및 사회복지학 관련 현장 및 학계 전문가 11명
으로부터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제들이 의미있게 해석되었는지 자문을
통해 검증과 함께 수정 보완을 진행하였다.
FGI 주요내용은 <표 5-1>과 같다. 먼저 전자기기 소지 여부 및 활용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그 다음 정보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질문하였다. 정보 활용 현황 및 정책 욕구에 대해 정보습
득, 관계 및 공유, 생활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 활
용 과정에서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도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연구진은 FGI 진행 과정에서 정보 활용을 위한 앱이나 서비
스 등에 대한 이미지 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연구참여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표 5-1> FGI 주요내용
○
○
○
○

전자기기 소지 여부 및 활용 전반
급격한 정보기술 변화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과 태도
정보활용 현황 및 정책 욕구
정보습득 관련
관계 및 공유 관련
생활 관련
정보 활용 과정에서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도움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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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는 조사전문업체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 연령과 성별, 교육
수준, 가구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FGI는 성별로 2개 집단씩, 총
4개 집단이며, 집단별로 5명이 참여하였다. 면접집단별 연구참여자는
<표 5-2>와 같다. 연구참여자는 면접 시작 전 연구목적, 연구결과의 활
용, 연구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
적인 참여 동의 과정을 거쳤다.

<표 5-2> 집단별 FGI 연구참여자 개요
집단

A

B

C

D

구분

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
수준

동거자녀･
손자녀

현재
경제활동 참여

정보
활용 수준

A1

남

65

경기

고졸

있음

예(서비스)

중

A2

남

66

서울

대졸

있음

아니오

상

A3

남

67

서울

고졸

있음

아니오

상

A4

남

71

서울

초졸

없음

예(경비)

중

A5

남

72

서울

고졸

있음

아니오

하

B1

남

78

서울

고졸

없음

예(주차관리)

상

B2

남

78

서울

중졸

없음

아니오

상

B3

남

72

서울

초졸

있음

아니오

중

B4

남

73

서울

초졸

없음

아니오

하

B5

남

72

서울

대졸

없음

아니오

중

C1

여

65

서울

대졸

있음

예(대표)

상

C2

여

65

서울

대졸

없음

아니오

상

C3

여

66

서울

중졸

있음

예(요양보호사)

중

C4

여

68

서울

초졸

없음

아니오

하

C5

여

70

서울

초졸

있음

아니오

중

D1

여

75

서울

고졸

있음

아니오

상

D2

여

72

서울

중졸

있음

아니오

중

D3

여

75

서울

고졸

없음

아니오

하

D4

여

75

경기

초졸

있음

아니오

중

D5

여

74

경기

초졸

없음

아니오

상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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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참여자 특성
FGI 연구참여자 20명 가운데 남성과 여성은 각 10명이며, 연령 범위
는 65세부터 78세까지이다. 교육수준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이 35%로 가
장 많고, 그 다음 고등학교 졸업 30%, 대학교 졸업 20%, 중학교 졸업
15%이다. 자녀 혹은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들이 55%로 그렇지 않
은 노인보다 조금 더 많다. 현재 경제활동 참여여부를 살펴보면, 참여자
의 4분의 1수준인 25%만이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표 5-3> FGI 연구참여자 특성
(단위: 명, %)

성별

연령

교육수준

동거
자녀･손자녀
현재
경제활동참여
정보 활용 수준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0
10
10
7
8
5
7
3
6
4
11
9
5
15
8
8
4

100.0
50.0
50.0
35.0
40.0
25.0
35.0
15.0
30.0
20.0
55.0
45.0
25.0
75.0
40.0
40.0
20.0

남성
여성
65~69세
70~74세
75~79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있음
없음
예
아니오
상
중
하

자료: 연구진 작성

평소 정보 활용 수준을 상중하로 구분해 보면, 상 40%, 중 40%, 하
20%이다. 여기서 정보 활용 수준 ‘하’는 평소 디지털기기를 통해 정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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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거의 하지 않고, ‘중’은 평소 유튜브, 인터넷 등의 검색을 활용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상’은 평소 디지털기기의 검색 기능 활
용과 더불어 물건구매 및 예약, 금융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제2절 노년기 정보 활용 인식과 실태
이 연구는 FGI를 통해 세 가지 이슈에 대한 상위 테마(theme)와 하위
테마를 <표 5-4>와 같이 도출하였다. 연구진은 정보기술에 관한 노년층
의 공통된 인식을 짚어보고, 정보 활용 경험 과정에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정보 활용 지원을 위한 정책 욕구는 공식
적․비공식적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표 5-4> 정보 활용에 관한 이슈별 상･하위 범주의 테마
이슈

1.정보기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

2.정보 활용
경험

3.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과 개선
요구

상위 테마
가.정보기술의 빠른 변화 속도 1)
와 적응문제
2)
1)
나.노후생활에 긍･부정적 평가
2)
1)
다.정보기술의 중요성과 필요성
2)
1)
가.정보 활용의 혜택 경험
2)
3)
1)
나.정보 활용의 어려움 경험
2)
3)
1)
가.공식적 지원과 개선 요구
2)
1)
나.비공식적 지원과 개선 요구
2)

자료: 연구진 작성

하위 테마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변화 속도
적응과정에서의 후회와 걱정, 그리고 바람
즐거움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정보기술
정보기술 활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부작용
정보기술 활용의 높아져가는 중요성
정보기술 노출 환경 정도에 따른 필요성 차이
관심 분야와 주제별 생활정보 검색의 활용
사회관계망 유지와 형성을 위한 활용
필요한 프로그램과 어플을 선택적으로 활용
불필요한 광고와 신뢰성이 의문인 정보의 성가심
사생활 방해와 중독 문제
정보기기 활용에 대한 부담과 긴장, 시행착오
수요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에 대한 욕구
노인친화적인 정보기술 환경으로의 개선 요구
학습 동기부여를 위한 자녀의 지원과 인내심
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주변지원체계들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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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별 상위 테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기술에 대한 인식과 태
도’의 상위 테마는 정보기술의 빠른 변화 속도와 적응문제, 노후생활에 긍
/부정적 평가, 정보기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이며, ‘정보 활용 경험’의 상위
테마는 정보 습득 과정에서의 혜택과 어려움, 관계 형성 과정에서의 혜택
과 어려움, 기타 일상생활에서의 혜택과 어려움이다. ‘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과 개선 요구’의 상위 테마는 공식적 지원과 개선 요구, 비공식적 지
원과 개선 요구이다. 하위 테마에 대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1. 정보기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 정보기술의 빠른 변화 속도와 적응문제
1)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변화 속도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어서, 제4장의
양적 분석에서 확인된 65세 이상 노년층 스마트폰 보유율 65%보다 높은
편이다.
노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기술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과거에 비해 그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자신들은 이러한 정보기술 발전보다 더딘 속도로 적응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적응이나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였
다. 특히 가장 보편적인 디지털기기인 자신의 스마트폰 기능에 익숙해질
겨를도 없이 새로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
다고 토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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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 100년 걸린다고 했는데 100년이 뭐야. 지금 우리 아직 100세도 못 살았
는데. 우리가 열 몇 살 때 그런 얘기 들었는데, 벌써 지금 뭐 톡 하면 어느 나라나
똑같이 가져다줘요. 그만큼 발전이 빠른 거예요. 한 50년 이상 빠른 것 같아. 한
100년 걸릴 게 50년.” (A1)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모르면은 핸드폰 가게 가서 이제 문의는 하는데, 도저히 기
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예 포기 상태.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넘어가
는 게 많아요.” (A4)
“뭐 한 가지 배워놓으면 또 더 저거한 게 나오니까. 내가 좀 배워뒀다 하면 또 핸드
폰도 다른 거 바꿔놓으면 또 그거 저거하려면 한참 걸리고 그래요.” (C3)

2) 변화 적응 과정에서의 후회와 걱정, 그리고 바람
노인들은 정보기술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과거 소홀했던 적응
노력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현재 정보기기를 이용한 활용 수준이 낮은 것은 과거의 정
보기술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생각지도 못하게 빨라 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미처 못 따라갔어요. 컴퓨터를. 제
가 약한 게 밑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자꾸 시키다 보니까, 전 안 만지게 되는 거예
요. 그때만 해도 그게. 진짜 후회스럽죠.” (A2)
“저 형님 같으신 분은 많이 지금 활용을 하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걸 이거 기
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고 싶어도 할 줄
몰라서.”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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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인들은 정보기술 부적응에 대한 걱정과 동시에 정보기술을 잘
활용하고 싶은 욕구와 바람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는 상황에서 정보기술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응하고자 하는 노년층의 의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비대면이 많아지면서 더 이제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더, 지금 아는 이 부분적인 것 말고 더 활용하
고 싶은 거예요.” (C2)

나. 노후 생활에 긍정적･부정적 평가
1) 즐거움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정보기술
노인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사회 분위기 확산 속에서 정
보기술의 활용은 노년기 외로움과 무료함을 달래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노인들이 집에 머무는 동안에도 카카오톡과 밴
드 같은 메신저, SNS를 이용하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의사소통
하고, 유튜브 시청이나 정보 검색 등을 통해 일상의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는 제4장 양적 분석에서 노년층의 약 40%가 정보 및 뉴스 검색
이나 메신저를 이용하고, 약 20%가 미디어콘텐츠를 보거나 SNS를 이용
한다는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래도 유일하게 이 진짜 이 핸드폰이라는 게 이렇게 좋다는 거는 지금 이제 금년
같이 이런 코로나로 단절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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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점은 이제 친구들하고 카톡이나 좀 보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읽어보면 시
간 가는 줄 몰라요.” (A1)

또한 연구 참여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정보기술은 길 찾기와 정보검색
등 다양한 편리를 제공해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어떤 교통수단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동시
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검색하여 미리 이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이로써
과거에 비해 이동반경을 넓히고, 낯선 지역의 외출 부담, 길에서 이동과정
에 허비하는 시간이 축소된 점이 긍정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딱 찍어가지고, 주소 찍어서 가면 거리가 지금은 몇 시에 도
착한다. 몇 시까지 도착한다. 몇 시, 몇 분 도착한다.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B3)

2) 정보기술 활용의 부작용 유발
노인들은 노후 생활에서 정보 활용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
었다.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은 때로는 무분별한 정보 제
공과 강요로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방해받기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령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불편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관심
사를 단체 카카오톡이나 밴드에 지속적으로 올려서 성가신 경우가 있다
고 말하였다. 심지어 시간을 가리지 않고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카카
오톡이나 밴드에 글을 올려 수면을 방해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또 다른
경우로 자신의 취미나 인터넷상의 거짓 정보를 공유하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노년층의 정보기술 활용에 따
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과 정보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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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자기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꽃집
을 한다고 하면 꽃에 대해서만 계속, 뭐 이거 어디가 싸다는 둥. 그럼 짜증 나.” (A2)

“(거짓 정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자꾸 그걸 보라고 강요를 해요, 친구가. 그러니
까 참 귀찮고 민망하고.” (D3)

디지털기기의 잦은 사용은 노화 과정에서 시각 등의 피로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대중매체인 TV 시청보
다 스마트폰 시청이 시각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을 뿐 아
니라, 노인 본인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서 직접 느끼고 있었다. 이는
정보기술의 노인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기기 활용 과정의 단
순화 추구와 동시에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TV로 뉴스를 잘 안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난 눈이 나쁘니까 스마트보다 그
냥 TV로. 네. 많이. 네. TV도 눈이 좀 보면 피곤하니까 그냥.” (C3)

다. 정보기술 활용의 중요성과 필요성
1) 정보기술 활용의 중요성 증가
우리 사회에서 정보기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인들은 노후 생
활에서 정보 활용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인
들이 정보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익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노인들은 정보 활용 수준이 낮은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신경을
쓰며, 정보기술 활용 방법을 익히는 것은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
고 사회로부터 도태되지 않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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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걸 못 하면 못 하는 거가 너무 많아지더라
고요. 그전에는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해야지만 되는 것들이 많아져서. 필수로.” (C1)
“쫓아가도 못 따라가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완전히 이제 도태되어 버린다고. 그
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린 손자들이나 자식들이나 대화가 되고 이런 것도 자꾸 배
우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하니까, 응? 젊은 사람들 뭐 이렇게 나와서, 밖에 나와
서도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좀 돼요.” (B1)
“뭐 예약을 한다든지 뭐 하든지 전부 다 이걸로 해야 되니까요. 모르면 바보가, 바
보 취급을 당하죠.” (C5)

2) 정보 활용 노출 환경 정도에 따른 필요성 차이
노인들은 자신의 노후 생활에서 정보 활용 환경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정보 활용을 지원해 주는 자원이 있는지 등에
따라 노년기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정보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다른 평가
를 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생활 속에서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적
은 경우, 또는 가족이나 지인이 노인을 대신하여 정보 활용 관련 일을 처
리해주는 경우 정보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느꼈다.
또한 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높다고 느끼는 노인들이 디지털기기를 이
용한 정보 활용 방법을 배우는 것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노
년기 정보 활용에 선순환을 발생시킨다. 다시 말해 생활 속에서 정보 활
용을 하는 노인들이 정보 활용의 필요성을 높게 느끼며 이를 익히는 상황
에 보다 많이 노출되고, 그에 따라 정보 활용 수준이 점차 향상되는 과정
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년기 정보 활용은 필요성에 대한 노
인의 인식 혹은 자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은행을 가서 줄 서서 이거 빼고 이렇게 해야 됐잖아요. 지
금은 이런 게 발전했으니까 여기다 다 깔아놓고 집에서 입출금 다 관리하고 예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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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 수 있고 또 뭐 다른 데 들어갔던 것도 뺄 수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는 이걸 안 배워가지고는 할 수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불편하겠더라고요.” (D1)
“근데 이제 타지방, 내가 모르는 지방에서 차도 안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필요하
더라고요. 젊은 애가 외국 앤데 그걸로 번역까지 해가지고 와가지고 딱 하니까 차
가 딱 와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야,…. 좋긴 좋더라고요.” (A2)
“ (생략) 필요한 것을 못 느끼고 내 주위에서 내 가족이나, 내 주위 사람들이 말이
야, 저기 있으니까 다 처리해 주니까. 나는 이 나이에 왜 이런 걸 배우냐 머리 아프
게. 맨 그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이든 사람들은. ” (B3)

2. 정보 활용 경험
노인들이 정보 활용 과정에서 느끼는 혜택과 어려움을 정보습득, 관계
및 공유, 기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가. 정보 활용 과정에서의 혜택
1) (정보습득) 관심 분야와 주제별 생활정보 검색의 활용
상당수의 노인들은 날씨, 요리, 맛집 검색 등 각자의 관심 분야에서 생
활정보를 검색하는 데 익숙해 보였다. 공간에 대한 제한 없이 정보를 얻
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인식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PC 등의 전통적
인 기기보다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 언제 어디에서든 정보를 얻
을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유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일부 노년층은 네이버 등 대표적인 플랫폼업체의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하여 생활 정보습득의 혜택을 다양하게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
였다.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색, 활용하고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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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거의 생활화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생활 정보인데, 생활화되어 있어요. 네, 주로
그런 걸 많이 하죠. 날씨는 기본으로 누구나 다 볼 거고.” (A1)
“왜냐하면 TV는 그 시간에 뉴스 시간에 딱 있어야 되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보는
건 뭐 어디 가다가도 전철 안에서도 클릭해서 보고.” (C2)
“이제 재료는 있어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네이버를 쳐보면
다 잘 나오더라고. 그리고 또 식당 같은 거 어떤 집이 맛집인가 이제 이 정도도 다
나오더라고.” (D4)

2) (관계 및 공유) 사회 관계망 유지와 형성을 위한 활용
사회 관계망 유지와 형성을 위한 목적의 정보기술 활용은 생활 속에서
노인들에게 필수와 같이 인식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서로 간의 안부를 묻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특히 코
로나19 대유행으로 직접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서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사회 관계 유지가 노년기에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친구들하고는 하루에 한두 번씩은 다 카톡 주고받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뭐
정보교환 수시로 돼요.” (A4)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카톡하고 텔레그램은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C2)
“그래도 유일하게 이 진짜 이 핸드폰이라는 게 이렇게 좋다는 거는 지금 이제 금년
같이 이런 코로나로 단절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카톡으로는
주거니 받거니 자기 이제 생활. 예. 소소하게. 그게 참. 예. 이거 없으면. 네. 소중
한 거죠.”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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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필요한 프로그램과 어플을 선택적으로 활용
참여 노인 중 일부만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어플을 통해 모바일 뱅킹, 인
터넷 쇼핑, 음식 배달 등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었다. 즉 노년층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관계 및 공유, 정보 습득을 위한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전자상 금전적 거래가 발생하는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
넷 쇼핑, 음식주문앱 등은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정
보화 수준이 높은 일부 노인만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유용하고 편리한 프
로그램 및 어플을 주체적이고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노년층의 상당수는 여전히 비대면 경제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더 나아가
복잡한 이용 절차, 보이지 않는 거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을 보인다.
“당장 은행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금방. 여기서 당연히 은행을 해
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B2)
“노인들이 계시는 집은 시간 맞춰서 딱 국까지 그냥 딱 바구니에 넣어서. 옆집에
보니까 그렇게 배달이 오더라고요. 아침 시간에.” (D3)

한편 일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확인되었
다. 운전을 하면서 지도 및 교통 정보는 스마트폰을 통해 길찾기, 네비게
이션 등의 어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3장의 일본 사례에서 일
본 정부가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통해 기대하는 것처럼, 노인이 스마
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보람이나 삶의 질 향상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취업의 기회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운전을 하신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 많이 해요. 또 직업이 많이 써요. 차를 갖고
어디 찾아다니는 데라.”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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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생활정보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은 일부
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경제의 확산은
노인 집단 내에서의 디지털 불평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
라서 보다 많은 노인들이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정보습득이나 관계 및
공유뿐 아니라 생활정보서비스, 경제활동 등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
록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 정보 활용 과정에서의 어려움
1) (정보 습득) 불필요한 광고와 신뢰성이 의문인 정보의 성가심
노인들은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검색 기능을 이용하는 과정, 지인들과
메신저와 SNS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막대한 정보와 지식
들 가운데 옥석을 가리는 일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거짓 정보와 기
사 그리고 영리 목적의 광고들을 접할 때 노인들은 성가심을 경험하였다.
“가끔 가다가 이게 하다 보면 막 광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갑자기 막 광고가 뜨고
요. 우리 유튜브 같은 거. 응. 그거 너무하다 싶어요. 뭐 하수오가 어디에 좋고 어디
에 좋다고 이렇게 나오면 막 가짜 하수오가 막. 만병통치약처럼 말하거든요.” (C5)

또한 노인들은 방대한 정보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능력이 부족한
주변 지인들이 무분별하게 거짓 정보를 공유하며 확산하는 것에 대해 크
게 우려하고 있었다. 거짓 정보를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와 사람들
간의 불신이 생기고, 편가르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고 말
하였다. 따라서 노인들은 정보 습득 방법과 더불어 정보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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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노인의 경우 자신은 디지털 공간에서 정보의 옥석을 가리는
능력이 충분하지만 다른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
고 있는데, 자신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 거짓 정
보를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디지
털 정보화 수준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 오히려 디지털 정보화 수준 향상
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연령집단의 디
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저연령집단에 비해 낮아 정보 활용에 취약하다는
점(이숙정, 육은희, 2014)과 디지털 리터러시는 전 세대에서 강조되고 있
다는 점에서, 전체 노년층 대상의 가짜정보 가려내기, 범죄․사기 등으로부
터 피해 예방 등을 포함한 노년층 특화된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이 보
편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말이야, 뭐 정보라고 이게 보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가 톡으로 이렇게 보내고 서로 간에 연락을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이 가짜가 이제 남
발해 버린단 말이에요.” (B3)
“내가 딱 결론을 내리니까 이제 열어보지도 않으니까. 근데 거기에 완전히 빠진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불신이에요. 정부에 대해서도, 또 누구에 대해서
도. 근데 참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몰고 가니까.” (D3)

2) (관계 및 공유) 사생활 방해와 중독 문제
노인들은 관계 및 공유 차원에서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때는 공통의 관
심사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적절한 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 그러나 노인 주변의 일부 사람들의 경우 단체 대화방에서 지나치게
개인적인 대화들을 나누기도 하고, 심지어 새벽이나 늦은 시간에 대화를
나누어 성가심을 넘어 짜증을 느낄 정도로 사생활에 방해를 받는다고 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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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공통 관심사라든가 뭔가 도움 될 얘기를 올리면 괜찮은데, 진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럼 짜증 나. 한두 번은 보는데, 계속 올라오
면 그것도 새벽 5시에, 4시에 막 올려요. 띵띵 올리면서.” (A2)
“한 50명, 60명 한 경우에는 너무 예의들이 없어. 새벽 2시고 3시고 그냥 올리거든
요. 그러면 그건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중년 단톡에 쓸데없는 게 올라오
는 거예요. 그럼 내용도 급하거나 당연히 봐야겠죠. 그런데 진짜 일상적인 얘기. (중
략) 나 어제 술 먹은 게 기분이 좋았다. 새벽 2시에 올리는 거예요. 짜증나죠.” (D2)

노인들은 유튜브 시청 중독, 온라인 게임의 예절 문제 등의 부작용을 우
려하고 있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노년층의 인터넷 중독은 사회적인 문제
수준은 아니라 노년층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노인들은 인터넷상에서 존중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부당하게 취급받는
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노인들의 인식은 온라인의 익명
성 및 젊은 세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연장자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 자판 치는 속도가 늦은 점 등 상대적으로 낮은 디지털 정보
화 수준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온라인 게
임 예절은 늦은 밤이나 새벽 등 이용시간 측면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패턴
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또한 대화 알람끄기
기능을 모른다는 점에서 노년층의 낮은 정보화 수준은 정보 활용 과정에
서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아, 근데 우리 애들 아빠 보니까 그 유튜브도 중독성이 있어서 TV는 안 보고 그
것만 들여다보고 있어.” (C4)
“반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놈이 게임에서 지면 이게 승복하고 이래야 하는데
거기다 욕을 잔뜩 하면서, 게임하면서도 우리는 느리니까, 이게 느리니까 못 치고
빨리빨리 못하는데, 상대는 말이야, 빨리빨리 쳐가지고 별의별 욕을 다 해가면서
하니까.”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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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익숙하지 않은 정보기기 활용에 대한 부담과 긴장, 시행착오
참여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에서 당황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노인들은 정보기술의 변화 자체에서도 당황스럽지만,
그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이 정보기기 사용
에 익숙하지 못한 점과 정보기기 이용속도가 느린 점에서 긴장하였다.
“(생략) 우리가 어디 가서 햄버거 하나 먹더라도 이제는 키오스크 눌러야 되니까.
그것 못하면 좀 창피하고, 제 옆에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못 가게 되
지 않습니까?” (A3)
“금융 거래할 때, 금융 거래는 직접 다 하니까, 다 하는데. 그건 생활이니까 그런
데, 어려울 때가 그런 거예요.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해야 되는데. 손도 안 움직이
고 머리가 복잡해져.” (B4)

정보기술 활용의 미숙함을 경험하는 과정에서도 노인집단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일부 노인들은 더 이상 혼자서 디지털기기 사용을 하지 않게
되지만, 또 다른 노인들은 키오스크,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등에서 시
행착오 과정을 거치며 익숙해지고 반복 활용의 동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후자의 노인들은 정보 활용을 통한 편리함 누리면서 이후 정보 활
용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는 선순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정보
기술 이용 경험이 누적되면서 노년층의 정보 활용 역량이 증가할 수 있
다. 따라서 노년층이 익숙하지 않은 정보기술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그냥 몇 번 시도하다가 이게 익숙하게 잘 안 되고 몇 번 이제 막 됐다가 안 됐다
가. 근데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제 뭐 큰 물건 같은 거 실제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실물을 못 보니까 나쁘지만 이렇게 자잘한 생활 식품은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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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다 보니까 이게 저렴하고 집까지 딱 배달이 되고 이러니까 편리한 게 많아지
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C2)

3. 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과 개선 요구
가. 공식적 지원과 개선 요구
1) 디지털기기 및 서비스의 사용자 친화성 필요
노인들은 누구나 디지털기기와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과 서비스 자체에서 사용자 친화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현재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어플,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기 위해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과 서비스 자체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
번 확인하는 비밀번호 입력과 인증 등의 절차를 축소하고, 기기가 스스로
이용자 성향에 맞춰 작동될 수 있도록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
고 있었다. 현재 음성인식 기능 강화, 인체보안 기능 등 현재 개발된 기술
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디지털기기 및 서비스의 노인친화성 혹은 사용자 친화성 제고
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소외문제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 방
안이다.
“좀 발전된다 하면 이 구글이 말로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
계가 나를, 주인을 알아보고, 뭐 들어가자고 하면 비밀번호 없이 딱딱 들어가 주면
좋지. (웃음) 그렇죠? 우리 나이에는 그런 게 좀 필요할 수 있죠.”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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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에 대한 욕구
연구 참여 노인들 중 누구도 정보화 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없지만, 대
부분의 노인들은 실용적인 내용 중심의 정보화 교육이 제공된다면 참여
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였다(연구참여자 20명 중 18명, 90%). 그리고 노
인들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실용성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긍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차원에서 노년층 대상 정보화 교육
제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정보화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제4장의 양적분석 결과에서는 노년
층이 가장 수강하고 싶은 정보화 교육은 압도적으로 ‘컴퓨터 기초’이었으
며, 그 다음 ‘생활서비스’로 확인되었다.33) 그러나 양적 분석결과는 아직
디지털기기를 보유하지 않거나 정보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다수의 노인
들이 포함된 조사결과라는 점에서, 컴퓨터 기초와 생활서비스 교육에 대
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FGI에서 심
층적으로 살펴본 결과와 같이, 실제 노인들은 전통적인 컴퓨터 기초 교육
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용적인 생활서비스 활용 교육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강소랑 외, 2019).

“전문적인 것보다 지금 오늘 말씀해 주셨던 거 이게 실용적인 거잖아요, 전부. 이
런 것만이라도 기본적인 걸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데 기관까지 아니더라도 아무튼
단체라도 어쨌건 그런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C1)

노인들 중 일부는 이미 노년층 대상 정보화 교육이 경로당이나 노인복
지관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교육 프로그램 측면에서
33) 컴퓨터 기초는 컴퓨터/모바일기기 관리, 문서작성(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정보검색,
문서저장(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법 등), 정보보안 과정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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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은 연령대별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같은 연령대 내
에서도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노인 대상 정
보화 교육은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부
문에 대해 기초적이고 반복적인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나, 노인집
단 내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준별 차별화된 교육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복지관에서 이제 스마트폰 교육도 시켜요, 시키기는. 근데 그게…. 경로당에 와
이파이 달아주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교육시키는 것은 조금 어렵더라고. 어려워서
못 배운다고 그래요, 죽어도. 어려워서 못 배우게 가르쳐.” (B1)
“연령대별로 이렇게 거기 수준에 맞게 해줬으면은 교육을 맡기면 좋죠. 근데 90대
사람이 50대 받는 수준으로 해주면 이해가 안 가고 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까 80대면 80대.” (A5)

또한 정부의 공식적 지원으로 경로당, 복지관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
설 이외에 주민센터와 같이 거주지에서 접근성이 높은 교육장에 대한 욕
구도 확인되었다.
“엄두가 안 나도 의욕만큼은 좀 있으니까 이런 문제만큼은.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
슨 요즘 주민센터 같은 데서도 이런 거를 뭐 좀 배워주는 뭐가 있다면 가서 좀 차
근차근 배우겠어.” (D4)

3) 노인친화적인 정보기술 환경의 개선 요구
연구참여 노인들은 노인친화적인 정보기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의 지원을 기대하였다. 노인들은 산업계에서 노인친화적인 정보기술 환
경을 마련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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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교육용 책자 보급,
교육방송 제작, 노인 전용 어플과 단말기 개발, 요금제 인하와 무료 인터
넷망 보급 등을 언급하였다. 즉 노인들은 디지털 정보화의 접근 수준과
역량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제 노년층들이 반드시 꼭 이제
여러 가지 하면 더 복잡하니까 지금 여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벌써
이것만 다 할 줄 알아도 상당히 생활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를 쉽게 칼라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해서, 요즘에 책 잘 나오거든요. 나라에서 해가지고. 각 가정에 쫙
배포해주면….” (A2)
“이제 80대 쓰면 문자도 커질 거고, 액정 밝기도 다를 거고, 휴대폰 밝기도 다를
거고, 글씨도 크게 나올 거고, 소리도 크게 나올 거고. 모든 거기 그 시대에 맞게
그럼 나와 주니까. 80대는 귀도 잘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눈도 늙고. 그러니까 문
자도 크게 나올 거고. 쓰는 것도 간단할 거고.” (A5)
“필수 프로그램을 넣어서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건강이 어디 어디 어떻습니까. 이
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하루에 3번씩만 이걸로 보고, 찾아가는 건 한 번 더
빼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받는 사람이나 노인을 케어하는 사람이나
이것 배우게 될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문자 치더라도 문자를 배우는 것이고, 프로
그램에 익숙하려면 그것도 배워야 되니까.” (B4)
“그전에는 제한 요금을 쓰다 보니까 추가 요금이 더 많이 나올 때가 많았어요. 이
게 와이파이 안 터지는 데가 많으니까. 이제 근데 요즘에는 버스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요즘에는 추가 요금이 안 붙고 무제한 아니라도 그냥 오히려 남아요, 데이터
가. 그전에 저도 항상 모자라갖고 요금 추가 요금을 막 2만 원씩 냈거든요, 데이터
요금을. 근데,” (C2)
“제일, 제일 필요한 건, 우리가 필요한 건 노인들 핸드폰이 따로 나왔으면 좋겠고
좀 간단하게.”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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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공식적 지원과 개선 요구
1) 학습 동기부여를 위한 자녀의 지원과 인내심
노인들은 가까운 가족에게 정보기기나 어플 등의 활용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들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면박 등에 의해
배우려는 의지가 꺾이고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토로하였
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보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과 기기들을 활용하기
위한 효과적 학습에서 주변의 역할이 중요하며, 노인 스스로 끈기 있게
배우려는 의지와 태도를 갖는 것 역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인
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학습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지해 주었을 때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정보화 수준에 상관
없이 노년층에게 중요한 디지털 조력자는 가족이라는 느끼고 있는 제4장
의 결과와 일치한다.

“예의 없게 하는 건 아닌데, 그 배운다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자꾸 자기가 살아온
길이, 한 70년 이상 살아온 길이, 그래도 가정이라는 걸 이끌고 이렇게 쭉 자기 뜻
대로, 옛날 사람들 자기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인제 와서 자식한테 내가 도움
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A5)
“나이 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배우려는 의지가 없고 마음가짐이 뒤틀려 있으면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꾸
물어보고,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줘도 본인이 하려고 하면, 배우려고 하면요.
하나라도 배운다고요.” (B5)
“어제 가르쳐줬잖아, 엄마. 그러고. 두 번 하고는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못 물
어보고.” (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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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그냥 그만하면, 소통만 하면 되는데 뭐 이런 것까지 할라 그러냐고 그렇
게 나온다고, 자식들은 또. 그런데 자식들이 배워달라 그러면 엄마는 이것도 몰
라? 아까 가르쳐줬잖아. 이러다 보면 그냥 나도 짜증 나고.” (D4)

2) 정보 활용을 위한 주변지원체계들의 역할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정보 활용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
주변의 다양한 자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정
보기술 활용에서 가장 긴박한 순간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동거 손/자녀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들은 친구와 이웃 주민들로부터 지원을 받
는 것으로 보이며, 주변의 스마트폰 대리점을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
었다. 따라서 노년기 정보기술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실용적인 일상 기
기는 실생활에서 지역 밀착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디지털 활용 도우미 사업’ 사례
와 같이, 노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서 친숙한 사람에게 디지털기기 이
용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틀리면 또 핸드폰 가게를 가야 해서. 또…. (웃음)” (A4)
“친구들은 부담감이 안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앞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죠. 그게 제일 빨라요. 애들도 부담 가고.” (B4)
“그렇죠. 제일 급한 건 같이 사는 애한테 물어보는. 그러니까. 내가 딱 아쉬운 거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배우는데. 말만 하면 다 해 주니까. (웃음) 내가 딱 필요로 하
면 내가 배우지. 엄마가 뭐 해 달라면 금방 해 주잖아요. 딱 해 줘버리니까.” (C5)
“손자들 있으면 손자들이 잘 가르쳐줘요. 손주애들. 손주애들한테 배우면 돼요.” (D1)
“젊은 엄마가 와서 이걸 이렇게 대세요.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배우고.
아, 내가 그때부터 용기를 내서 이거 창피해서라도 꼭 배워야 되겠다.”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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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보 활용 세부 영역별 활용경험
이절은 노인들이 정보 활용의 세부 영역별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어플, 플랫폼, 기관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다 생생하게 살펴
보았다. 정보 활용의 세부 영역별은 정보습득, 관계 및 공유, 기타 생활로
구분하였다.

1. 정보 습득과 관련된 경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본인이 기본생활정보 검색 기
능의 활용에 능숙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네이버, 구글 등 검색기능 활
용은 기본이며, 검색 정보는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친구와의 모임장소, 여행지 맛집, 약에 대한 정보 등을 스마트폰의 정
보 검색으로 빠르게 얻을 수 있어서 매일의 일상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놀러 가서 여기 맛있는 집을 찾고 싶다. 그러면 바로바
로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거의 생활화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생
활 정보인데, 생활화되어 있어요. 모르면 딱 찾는데요, 뭘” (A1)
“당장 내일 춘천가면 뭐 춘천 막국수집 찾으면 바로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요놈은.
누구한테 물어보고 귀찮거든요. 그러면 뭐, 내가 버스를 타고 몇 번을 가자 했는데
아주 잘 나와요, 편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찾아간다고.” (B2)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편리할 때 생각나는 거 있을 때 빨리빨리 검
색할 수 있으니까.”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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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또 약, 알약 같은 것도 먹다 오래된 거, 남은 게 있으면 그 약 이름 검색해서 이
건 뭐가 부작용 있고 어디에 먹는 거. 그런 거 다 입력해서 다 하고.” (D1)

노인들은 기본적인 검색 기능 이외에도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유
튜브,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노인들이 디지털기기를 이용
하여 관심 주제별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유튜브를 검색하여 동영상을
시청하는데, 자신의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주는 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
고 있었다.
“유튜브도 잘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좋은 걸 한번 보잖아요? 그럼 관련된 게 계속
들어와요.”(A1)
“희망이 없으니까 자포자기했다는 얘기인데. 그럴수록 외로우니까 이걸 붙잡으면
시간이 더 잘 가고 그런데.”(B1)
“왜냐하면 TV는 그 시간에 뉴스 시간에 딱 있어야 되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보는
건 뭐 어디 가다가도 전철 안에서도 클릭해서 보고.”(C2)

이러한 디지털기기의 편리함은 특히나 비대면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인들의 일상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듯하였다. 일부 노인들은 사회
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종교활동과 신
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참여의 통로로도 활용하고 있
었다.
“네네. 꾸준히 저한테 그게 오더라고. 매일 미사가. 네. 그래서 요새 코로나 때문
에 성당을 잘 못 가니까 그걸로 또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 보면 거기 신부님이 강
연이 좋다고 해서 그 정도는 봐요.” (D4)

그러나 인터넷을 활용한 뉴스와 기사 보기 과정에서 노인들은 신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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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인 거짓 뉴스와 기사, 그리고 허위 광고물에 노출되어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온라인 가짜 뉴스 기사와 허위/과장 광고의 판단 문제는
정보기술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수용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리고 노래도 그 동영상에 노래 다 그거 누구나 요새 하면 다 듣고 있는 건데 긴
거 뭐 해서 매일. 이게 그럴 때는 진짜 아주 쓰레기 같이.” (D1)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자꾸 그걸 보라고 강요를 해요, 친구가. 그러니까 참 귀찮
고 민망하고.” (D3)

2. 관계 및 공유와 관련된 경험
상당수의 노인들은 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해 카카오톡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람들로부터의 소외를 방지하는 카카오톡 활용은 코
로나19 확산과 지속에 따라 노년층에서도 비대면 사회에서 생활의 필수
가 된 것이다.

“보통 친구들하고는 하루에 한두 번씩은 다 카톡 주고받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뭐
정보교환 수시로 돼요.”(A4)
“그리고 그게 많이 대중화되어가지고 지하철 같은 데서 가만히 어깨너머로 보면
그 앉아서들 말이야, 전부 보내고, 톡으로 이렇게 다 보내더라고요. 문자보다도 이
걸로 그냥.” (B3)
“여기저기서 연락 오니까 어떤 때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도 있는데 카톡.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이게 소외가
되니까 하긴 하는데,”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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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유일하게 이 진짜 이 핸드폰이라는 게 이렇게 좋다는 거는 지금 이제 금년
같이 이런 코로나로 단절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카톡으로는
주거니 받거니 자기 이제 생활. 예. 소소하게. 그게 참. 예. 이거 없으면. 네. 소중
한 거죠.” (D4)

노인들에게 있어 아직 국민신문고와 국민청원 등은 생소하지만 온라인
을 통한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인
식하고 있었다.

“읽기는 많이 읽는데. 각자 자기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읽어보면 이건 좀 좋고,
이건 나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좋더라고요. 댓글 보거나 자주 읽어
요. 읽긴 하고 내가 참석은 안 해봤고.” (A5)
“필요하면, 아, 그건 좋은 안인데 말이야, 필요하면 그거 참여해야죠.”(B3)
“국민 청원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같은 어떤 그룹에 있
는 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 청원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C2)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정치나 이런 거는.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댓글에서
아,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고 공감도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는 읽으면서
참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한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고,” (C2)
“나도 국민으로서 참여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으시니까, 이런 거는 너무 노년이니
까 이제는 너무 소외당하는 것 같은. 이런 거를 보더라도.” (D4)

화상전화는 손자녀와의 안부 확인 차원에서 카카오톡, 페이스톡 등을
이용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화상
전화의 장점에 대해 알고 있으며, 보다 나아가 향후 노인들의 건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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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료에서도 지역이나 노인들의 이동능력 등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원
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친구들 보면 손주들 있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저기가 없어
서.”(A1)
“지금…. 그 화상 통화가 왜 중요하고 좋은가 하니, 좋은 점도 있어요. 이제 나는
병원을, 같은 동네병원이라도 하나 주치의처럼 아주 정해놓고 믿을만한데 해가지
고 거기다 의사를 정해놓거든요? 그러면 무슨 감기일 때 전화만 해도 내 정보, 내
신체를 전부 알기 때문에”(B1)
“가끔. 가끔 필요할 때 있잖아요. 손자 볼 때.” (C5)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세세한 뭐 큰 중병이나 검사할 때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조금 자기가 의사하고 면담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주치의가 있다든지 하면. 간
단한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C1)
“네. 자녀가 또 오는 거는 그냥 손주, 손녀딸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통화 오면 보
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주면, ” (D2)

3. 기타 생활과 관련된 경험
노인들은 GPS를 활용한 교통정보 및 지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었
다. 노년기에 취약해지는 이동권 확보의 측면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길찾기는 매우 유익한 경험이다. 자가운전 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을 위해서도 다양한 교통정보의 활용은 중요해지고 있다.

“운전을 하신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 많이 해요. 또 직업이 많이 써요. 차를 갖고
어디 찾아다니는 데라.”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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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은 많이 쓰죠.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은 다 활용을 하죠.”(B3)
“티맵으로. 네. 길 모르는 길 갈 때는 뭐 딱.” (C5)
“다 깔죠. 앱 깔아놓으면 이제 몇 정거장에서 몇 분 걸리고 어느 경로고 어떤 출구
로 나오면 더 가깝고 그게 몇 분 걸린다 그게 나오니까 앱을 깔아놓고.” (D1)

노인들은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쇼핑
과 구매 과정에서 복잡한 진행 절차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
다. 구체적으로 노인들이 온라인 쇼핑 중 물품 확인이나 까다로운 인증과
정, 복잡한 결재절차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쇼핑이후 배달되는 물품이 기대와 다른 점도 온라인 쇼핑 이용의 제약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인들은 저렴
한 가격만큼이나 편리한 물품 배송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을 계속 시도하
며 사용하고 있었다.
“구매를 하려고 해도 너무 복잡해. 비밀번호 틀리다, 뭐 틀리다고 하고. 또….”(A3)
“그럼, 하죠. 예를 들면 쌀 인터넷에서 옥션으로. 늙은이가 쌀 20kg씩 갖고 오지
못하니까.” (B2)
“네.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몇 번 시도하다가 이
게 익숙하게 잘 안 되고 몇 번 이제 막 됐다가 안 됐다가. 근데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게 저렴하고 집까지 딱 배달이 되고 이러니까 편리한 게 많아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C2)
“그러니까 자녀들 젊은 애들은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가격 보고 편리하면 이용을
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직접 가서 보면 이제 우리 나이가 70대가 넘
으니까 아무거나 못 사요. 부드럽고 우리에게 땀도 제일 흡수할 수 있는, 만져보고
괜찮은가. 이게 면인가. 이게 순면인가. 보고 사, 주문을 해야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맨날 반품이에요, 이게.”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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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은 온라인 금융거래의 편리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활용에 대해서는 걱정과 망설임이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
의 노인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의 편리함에 대해 동의하지만 자신이
사용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기기의 오작 등에 대해 걱정하는 등 활용 역
량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직접 금전과 물품이 거래
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경제에 대한 막연할 불신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상에서 개인
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나 우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노인들은 온라인 뱅킹의 편리성에도 불
구하고, 직접 온라인 뱅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건 좀 있어요. 잘못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정보가 유출되어 가지고 문제
가 되지 않나 싶은데.” (A5)
“그래서 우리는 돈 할 때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웃음) 근데….”(B4)
“근데 저는 이제 금융은 안 하는데 금융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직 익
숙하지가,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근데 하면 참 편리
하겠다는 생각은 많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뭐 걱정,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혹시라
도 이제 좀 오류가 날까 봐 그런 게 이제 좀 사실.” (C2)

대부분의 노인들은 온라인 복지행정서비스와 주민센터 등의 무인기기
에 대해 낯설고 필요도가 낮다고 생각하였다.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의 인터넷 발급, 공과금 및 세금 납부/조회, 그리고 정부의 생활복지서비
스는 일상생활에서 간헐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으로 여전히 대면을 통한
처리가 익숙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대인서비스를 통해 불편
함 없이 처리할 수 있기에 필요성이 낮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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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인식은 은퇴 후 관공서를 방문하여 대기하며 업무를 보는데 시간적
인 제약이 크지 않은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게 쓸 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야 되는 게 1년에 한두 번 될까 말까 되니
까 필요하면 동사무소 가면 되니까.” (A2)
“접하지 않으니까 이게 못 하는 거지, 인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것들은 다 하는
거지.”(B3)
“동사무소 찾아가더라도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부탁하게 된다고. (웃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서비스를 그렇게 잘해주더라고.” (B4)
“애들 뭐 인감도 집에서 떼고 뭐 하더라고, 이걸로. 우리는 알아도 도전 안 해 봤
죠, 뭐.” (C5)
“네. 그냥 직원한테 얘기해서 해요. 동사무소 바로 옆이니까, 집이. 사람이 없으니
까 그냥.” (D2)

노인들은 식당과 카페 등에서 키오스크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느끼
고 있었다. 그리고 키오스크는 저마다의 다양한 모습을 하고 기능에서 다
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키오스크 사용에 대해 불편하고 당황스
럽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일부 노인들은 식당과 카페 등에서 마주치는
키오스크 이용을 시도하며, 기기 사용에 차츰 익숙해지고 있었다. 특히
매장 내 직원의 도움을 통한 이용경험의 축적은 노인들의 키오스크 사용
의 자신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저것이…. 솔직히 다 달라요. 시스템 자체가. 똑같으면 괜찮은데 다르다 보
니까 어떤 사람은 또 어설퍼지면 미안하죠. 줄 서 있으면. 계속 누르니까. 안 되니
까. 그래서 어떤 데 꺼질 수도 있어요. 차라리 창구에 가서 해달라는 때 있고, 간혹
가다가.”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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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면 돼요. 하다가 안 되면 물어보죠.” (B5)
“김밥집까지 다 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괜찮더라고, 해 보니까.” (C5)
“이 키오스크는 또 가게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고. 메뉴도 다르고 뭐
종류도 다르고. (웃음)” (C2)
“아이, 처음에는 좀 한두 번은 겪었죠. 그리고 이제 좀 와서 봐 달라 그랬는데 몇
번 하니까 하겠더라고요.” (D4)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완성된 즉석음식 배달 활용은 익숙하
지 않아 보였다. 이러한 노년층의 특성은 성장한 문화적 배경의 차이, 개
인적 선호도 차이, 음식 선정의 신중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노인세대는 식재료를 구매한 후 집에서 직접 요리한 음식을 먹거
나 식당으로 찾아가서 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기에 청장년을 보냈으
며, 근래 발달한 음식배달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배달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래서….”(A2)
“특히 시켜 먹는 것은 주방이 청결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것 보니까 배달해서 시켜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웃음)” (A4)
“우리는 배달음식 먹고 그런. 우리 때는 이런 건 익숙지 않고 할 줄 안다고 해도 안
하지. (웃음)” (B1)
“그거는 안 해 봤어요. 배달 앱은. 배달은 주로 애들이 많이 해요, 주로. 젊은 애들
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웃음) 별로 배달 음식을 안 좋아하니까.” (C1)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재래시장이 바로 옆인데 뭐 반찬 백화점 같
이 그냥 쫙 해 놔가지고,”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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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인들은 주변에 만보기 기능의 웨어러블기기들을 활용해 본 경
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노인들은 비록 웨어러블 기기 경험이 많
지 않지만, 노화과정에 건강과 위급상황에서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
는 정밀하게 개발된 웨어러블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LG에서 걸음 걸으면 숫자가 나오는 게 앱이 있어요. 하루에 만 보는 꼭 채우려고
그걸 걸음걸이를 보고, 차지 않았으면 일부러 공원에도 가고 이렇습니다. (웃음)
그래 가지고 하루에 만 번 채워요.” (A4)
“자녀들도 집에 같이 안 있고 혼자 계실 때 급하면 누르는 것도 만들고. 비상 버튼.
위급상황 동사무소랑 연결된 것 그런 기능도 있어요?”(B4)
“그러면 제 건강 체크 그런 거 해 주고 당 체크, 혈압 체크, 뭐 저기, 몸무게하고 체
지방.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그냥 저한테다 주더라고요. 그 앱을 이제
만드는, 개발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고 있어요.” (C1)
“아니, 근데 이게 다 거기 들어가 있어서 거기 체질량 뭐 이런 거 다 해서 복합적으
로 돼 있어서 샀으면 좋겠더라고.” (D1)

젊은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밥솥, 청소기, AI 스피커 등 스마트 가전기
기에 대하여 노인들은 다소 생소하게 혹은 복잡하여 이용이 어려울 것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 습관이 길러지고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용 안 해봤는데 그게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밥솥. 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거면 되는데 거의 들어가서 복잡하게 하면 못 해요. (웃음)” (A5)
“난 안 하고 있지만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편할 것 같은데. 얘들은 뭐 이런 말로 꼭
쓰더라고. 근데 우리가 쓰려니까, 말을 시키려니까 습관이 안 되어가지고.”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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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몸을 움직여서 좀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뭐 해 줘. 뭐 해 줘.
다 기계들이 움직이니까 나는 건강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C4)
“아, 그리고 너무 늙었을 때, 우리가 나이 더 들었을 때 움직이기 힘들고 할 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C2)

많은 노인들이 무료로 인터넷이 연결되는 와이파이존에서 제한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구 경제수준에 상관없이 은퇴하거나 단
계적 은퇴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은 디지털기기 이용과정에서의 비용부
담을 느끼며,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하여 무료로 인터넷을 활용
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의 일부가 된 스마트폰의 활용에서 공공장소의 와이파이
연결 제한은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었다. 무료 와이파이의 경우 속도가
느리거나 지하철 등 특정 환경에서 접속이 어려운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일부 노인은 무료 와이파이존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터넷사
용의 유료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정책적으
로 공공시설의 와이파이존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노인들은 와이파이
접속 문제 혹은 연결 성능의 하락 등을 경험하며 이러한 정부 정책을 체
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무제한인데 굉장히 친구들이 카톡으로 보내주면 세월아, 네월아에요. 그래
서 한꺼번에 지하철역에 가가지고 와이파이를 켜가지고 설정을 해가지고 바로 남
겨버리거든요. (웃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A4)
“와이파이를 눌러서 자꾸 맞추려고 하죠. 와이파이 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B5)
“수시로 또 눌러야 되는 데가 있긴 있잖아요. 그게 와이파이가 안 돼 있는 칸이 있
어요, 그게. 지하철을 타도. 비밀번호 참”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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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 처음에 다 돼 있는, 돼 있었는데, 와이파이가.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점점
하나씩 다 뜯어가니까 개개인이 해야 돼요, 이거.” (D3)

노인들은 이동이 취약해지는 노년기에 효과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
하는 교통서비스 어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현재 노인들이 주
로 활용하는 교통수단 관련 어플은 카카오택시, 버스대기시간 어플 등이
었다.
교통서비스 어플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과거와 같이 택시 등 대중교통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
소에 도착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의 도착 예상시간을 고려할 수 있어 길에
서 소비되는 시간도 낭비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러한 인식
에 근거하여 그 활용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이제 타지방, 내가 모르는 지방에서 차도 안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필요하
더라고요. 젊은 애가 외국 앤데 그걸로 번역까지 해가지고 와가지고 딱 하니까 차
가 딱 와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야,…. 좋긴 좋더라고요.”(A1)
“부르면 빨리 오잖아요.”(B4)
“이제 제가 한 거 직접 아니고 가족끼리 움직일 때 가족이 이제 했는데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오니까. 예. 편리한 시간에 그냥 금방 오니까.”(C2)
“우리 집 양반이 건강이 안 좋을 때 이제 병원을 가면 아침 시간이라도 오면 몇 분
까지 와주세요. 그러면 금방 오던데요.”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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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노년층 정보 활용 모델 개발
연구진은 FGI 자료에 근거하여 아래의 〔그림 5-1〕과 같이 노년층의 정
보 활용 모델을 추론하였다. 노인 개개인의 정보 활용 수준의 차이를 만
드는 요인은 개인 특성, 정보화 인식, 정보 활용 욕구와 의지가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식･비공식 지원체계가 노년층의 정
보 인식과 활용 욕구 및 의지에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주고, 정보 활용 경
험과 환경의 노출 요인이 환류 작용을 하며 정보 활용 수준에 긍정적 혹
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그림 5-1〕 노년층 정보 활용 모델

-

개인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가구구성
사회관계망
건강상태
직업력

지원 체계
- (비공식) 가족, 친구, 주변 지인
- (공식) 비영리 복지기관, 지자체,
정부, 기업

-

정보화 인식
친숙 및 선호
긍･부정 태도
필요도와 중요도
활용 자신감

정보 활용
욕구와 의지

분야별
정보 활용
- 정보 습득
- 관계 및 공유
- 기타 생활

정보 활용 경험 및 환경 노출
자료: 연구진 작성

노년층의 정보 활용 모델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정보 활용 수준이
높은 집단(D1)과 정보 활용을 회피하고 낮은 집단(A5, B4, C4)의 사례를
극단적으로 적용하여 설명한다. 먼저 정보 활용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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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성 노인 D1은 평소에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키오스크 및 무인
기기 사용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뱅킹, 틱톡과 웨
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정보기술 활용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정
보 활용 수준이 낮은 집단에 속하는 남성 노인 A5와 B4, 여성 노인 C4는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플과 기능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생
활에서 정보기술이 적용된 무인기기 등을 활용해 본 경험도 없었다.

1. 정보 활용 수준이 높은 사례: D1
가. 개인 특성
여성 노인 D1은 현재 자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7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여 매우 활동적으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D1은
수시로 대면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녀 및 손자녀와 소통을 하고 있
었다. D1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은퇴 전 자영업에 종사하였다.

나. 정보화 인식
D1은 다른 참가 노인들과 비교하여 정보기술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
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급속한 정보기술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
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노인들이 생소하
게 느끼는 스마트폰 어플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친숙하게 설명할 수 있으
며, 정보기술에 대한 막연한 긍정 혹은 부정적 태도가 아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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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앞으로 온라인으로 다 바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매장 같은 데 들어
가도 큰 치수, 우리 같이 이렇게 큰 치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입어보고 온라인
으로 구입, 구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야 돼.” (D1)
“이거를 내가 나이 먹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
고 배워야 돼요.” (D1)
“우리가 뉴스도 접하지만 네이버에서 주로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카카오톡 그쪽
에서 다 보잖아요, 뉴스에서. 그래서 보면 이거는 아니다, 기다.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분별 안 하면 안 되지.” (D1)
“아니, 왜 그러냐면 카카오스토리를 이제 하면 그거는 또 하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글만 받아볼 수가 있어요. 원하는 글만. 내가 원치 않는 거는 차단해버리고.” (D1)
“원격 진료가 간단하고 거기에 속해가지고 아주 주기적으로 말하자면 다니는 환
자들은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쩌다 가는 사람은 그게 좀 그렇게 유익할 것 같지
는 않더라고요.” (D1)

다. 정보 활용 욕구와 의지
D1은 정보기술 활용 의지와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였다. 모르는
내용은 즉각적으로 손자녀들 혹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 정도로 적극
적이며 배움에 열정이 컸다. 또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시행착오를 거친
반복 연습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정보기술이 가져다주는 편
리함으로 인하여 활용 욕구가 높았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은행에 가서 모르는 거 앱 받아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이제
정기 예금 같은 거 할 때 해 봐서 안 되면 가지고 은행에를 바로 가요. 가가지고 거
기서 하는, 실행하는 걸 배워. 그러면 몇 번 배우면 내가 알게 되는 거야.” (D1)
“그리고 늦게 들어오니까 미안해서 못 물어본대. 근데 나는 또 성질이 너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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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야. 12시, 1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메모를 다 들고 가서 끝까지 가르쳐
달라는 거야. 싫어해도 나는 그걸 배워야 돼. 그러니까 싫어할 수가 없지.” (D1)
“그 밑에 따라서 계속하는 거야, 거기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딸이 있으
면 딸한테 배워요. 걔네들이 이렇게 옆에서 깔아주는 거는 백날 봐야 자기가 못
해. 깔아놓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직접 깔아보고 지워보고 사진도 넣어보고
보내보고 잘라보고 이런 걸 다 해 봐야 되는 거야.” (D1)
“실수가 저기, 성공이에요. 실수를 안 해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D1)

라. 분야별 정보 활용
여성 노인 D1은 스마트한 정보기기들을 운동, 노래연습, 틱톡 등 젊은
이들 못지않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D1은 활용 범위에서의 다양성
못지않게 각각의 어플과 기기들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
식으로 주체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여가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지고 뭐 동영상 같은
거 보고 같이 집에서 따라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노래도 같이 부르고.
노래방도 다 여기 입력이 돼 있잖아. 그러면 노래방. 마이크하고 연결해서 노래방
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해가지고 진짜 나이를 먹든 안 먹든 얘가
한몸 같이 붙어다니는 거야.” (D1)
“아니, 왜 그러냐면 카카오스토리를 이제 하면 그거는 또 하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글만 받아볼 수가 있어요. 원하는 글만. 내가 원치 않는 거는 차단해버리고.” (D1)
“근데 그게 다 가서, 종점, 종착지 가서는 그때 헷갈릴 때가 있어. 그 근방에 다 왔
다 그럴 때 그때. 나는 작년에 저 뭐야, 저거. 반납하고 돈 10만 원 받았어. (웃음)
운전면허 저거 반납하고.”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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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보 활용 경험 및 환경 노출
배운 정보를 실제 상황에 반복 적용시켜 볼 수 있는 환경의 여성 노인
D1은 정보기술 활용에 있어서 좋은 경험들을 축적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과거의 긍정적 경험과 더불어 첨단 정보기술이 결합된 가전기기
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환경은 정보기술 변화에 거부감을 줄이고 활용능
력에 자신감을 높여 정보 활용 전반에 대한 인식의 선순환적인 환류를 돕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정보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되며 일상에서 습관화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왜 그러냐면 음악도 듣기가 너무 좋고. 음악도 요즘 신세대 음악보다는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팝송 같은 거 듣고 아침에는 그런 음악 틀어놓고 커피 마시고 또 줌
바 틀어놓고 운동할 때 줌바하고 또 요새 엄마TV라는 거 있어요. 노인네들을 위해
서 만들어놓은 이런 집에서 하는 보건체조 같은 식이야.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운
동하고.” (D1)
“배울 때는 연속적으로 해야 돼요. 주고 받고 딸이면 딸, 아들하고 내가 이렇게 했
으니까 너가 이거 내가 맞았나 답을 봐라. 이렇게 하고 이모티콘을 어디서 끌어서
이렇게 써야 더 세련된 거를 또 쓸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거를 몇 번 해
야 그게. 그래야 카카오톡 사진도 바꿔놓고 이런 게 되는 거야.” (D1)

“이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쓰면 나하고, 내 저거에서 내 음성으로 입력이 되면
저 거기 돌아다니다가도 말하면 걔가 대답해. 뭐라고요? 잘 못 알아들었다고. 이
제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있어요. 2개나.”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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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원 체계
D1은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지원 체계를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가족구
성원 중에서도 친근하고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손자녀의 활용을 강조하
고, 지역사회에서의 주민센터와 복지관의 교육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
하였다. D1은 정보기술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노인들이 사
용하기에 유용한 기능의 기기들에 대한 지원도 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즉 정보 활용 과정에서 언제든 디지털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 및 비공식적인 환경이 중요해 보이며, 관련 교육 역시 지역사회 내
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만보기도 거기 들어가 있고 다 시간적으로 다 거기 들어
가 있고 모양도 괜찮더라고요.” (D1)
“이게 말하자면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어도 여기 와이파이를 쓰면 내 데이터가 안
나가지. 그렇게 사용하고. 요즘 전철도 어떤 건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게 있고 어
떨 때는 내 걸 또 해야 되는 게 있고.” (D1)
“원래가 저기, 매장에서 해 주는 게 좋긴 한데 매장도 일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으
니까. 그래도 주민들 포괄적으로 주민센터에서 해 주면 좋죠.” (D1)
“복지관이죠. 가족을 제외하면 복지관이. 그리고 또래가 같은 사람끼리는 또 공감
대가 이루어지고.” (D1)
“손자들 있으면 손자들이 잘 가르쳐줘요. 손주애들한테 배우면 돼요.”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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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활용 수준이 낮은 사례: A5, B4, C4
가. 개인 특성
72세의 남성 노인 A5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송파
구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무직자로 퇴직 전까지 제조업의 직장을 다녔
다. 아들과 동거하고 있으며, 그 밖의 자녀들과 자주 소통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73세의 남성 노인 B4는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등
포구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무직자로 은퇴 전까지 농업에 종사하였다.
동거하고 있는 자녀는 없으며, 가족과 주 2~3회 정도 연락을 주고받는다.
여성 노인 C4는 68세의 비교적 젊고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에 광진구
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전업주부지만 과거에 생산직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동거 자녀는 없지만 자주 가족들과 연락을 교환하고 있고 시력의
문제로 노화 진행을 빠르게 경험하고 있었다.

나. 정보화 인식
A5, B4, C4 노인들은 정보기술의 변화 속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
다. 남성 노인 A5는 정보기술의 발전이 정지했으면 좋다고 언급할 정도
로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보 활
용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지 않기에, 적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자연
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하는 모습과 디지털기기의 섣부른 조작으로 인해
돌아올 피해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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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발전되니까 기능이라고 쓰기가 좀…. 기능이 너무 많으면 자꾸 거기에다 하
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다른 것도 잊어먹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기능이 너무 많으
니까. 조금 현 상태로 유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A5)
“네. 많이 하고…. 아들도 해준다고, 아빠, 해드릴까요? 해도 글쎄 내가 그렇게 쓸
일이 없구나. 검색하는 데 필요가 없으니까.”(A5)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습관화되진 않았다고. 요새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만 들어
가면 인터넷 다 하고 하지만 우린 그런 것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이 먹었을
때도 어느 정도 가르쳐놓는 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B4)
“노트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으니까.”(C4)
“가서 몰라가지고 가서 이거 아, 안 되는데. 가서 물으면 별 어려운 것도 아니고 터
치만 딱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이거 터치를 하면 뭐가 이거 저장돼 있는 거 날아가
버리지 않나?”(C4)

다. 정보 활용 욕구와 의지
정보 활용 수준이 낮은 노인들은 일상생활에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대
한 활용 욕구와 의지가 낮았다. A5와 C4의 경우에는 자녀와 배우자를 통
해 정보 활용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활용 의지가 낮았
다. 남성 노인 B4도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수동적인 입장에서 소극적인
활용 의지를 보였다.
“내가 직접 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얘들이 많이 해줘요. 어디 간다 하
면 알아서 해주고.” (A5)
“네. 다 해줘요. 근데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진짜 꼭 필요한 해외에서 물건
사는 것 그런 것도 배우고. 근데….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잘 못 하겠어요.”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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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데에는 우리가 이제 90살, 100살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주위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적어질 거예요. 애들도 좀 각자 살
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이 더 발달된 게 계속 나올 테고, 어쩔 수 없이 이
걸 써야 돼요.”(B4)
“우리 배우자가 다 하니까. 네. 옆에서 아유, 미세먼지 어떻게 되나 좀 확인 좀 해
봐. 이런 식으로요. 이게 깔아야 되는데 나는 데이터를 이제 많이 안 하고 기본적
인 것만 쓰니까 옆에 있으면 날씨 좀 봐. 내일은 어떠나. 오늘은 어떠나. 그냥 물어
봐요, 그냥.”(C4)

라. 분야별 정보 활용
정보 활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A5, B4, C4의 경우 활용 범위에 있
어서도 정보 검색 등 기본적인 기능 활용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이
들은 온라인으로 사무를 보는 것보다 대면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익숙
하며,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정보 활용 과정에서의
복잡함과 관련 있어 보인다.
정보 활용 수준이 낮은 노인들은 정보기기를 이용하기 위한 시도 조차
하지 않고 심리적인 장벽으로 정보 활용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정보 활용은 시력 저하 등 노화의 영향도 있어 보인다.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이걸 꼭…. 편하다는 건 아는데. 할 줄을 몰라서. (웃음)
한번 신청해 놓으면 되죠. 되는데.” (A5)
“은행에서 해주고. 그리고 전부 애가 휴대폰으로 다 입금을 시키고 공공요금도 이
걸로 다 내고 그러니까. 예 안 해봤어요. 글쎄, 이거 안 해보고 은행에 가면 창구에
서….”(A5)
“근데 그것도 분류에 따라 보게 되면, 필요성에 따라서 열심히 쫓아가는 거고, 필
요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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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람들은 탁 쳐가지고 들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들고 가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대체 머릿속에 기억이 있는 거로 쫓아가요. 여기 올
때도 아까 우리 선생님 만났는데, 길에서. 여기 올 때 아, 거기. 이러고 오는 거예
요. 그 아까 자동차에서, 혼다. (웃음) 혼다만 찾는 거야, 혼다만. (웃음)”(B4)
“카톡은 받는 거 주로. 하는 거 편하게 그냥.”(C4)
“난 눈이 나쁘니까 스마트보다 그냥 TV로.”(C4)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네. 나는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거 하고 그냥.”(C4)

마. 정보 활용 경험 및 환경 노출
A5, B4, C4는 공통적으로 과거의 정보기술 활용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예컨대 A5의 경우, 영화관에서 무인발권기로 영화표를 예매하는
과정에서 당황스러움이 향후의 정보기술 활용을 회피하는 상황으로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보 활용에 능숙한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직접 자신이 정보기술 활용에 노출되는 상황이 적었다. 이
러한 행동들이 종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정보기술을 자연스럽게 활용하
는 습관으로 형성되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유추된다.
“극장에서 그 지금 기계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저번에 롯데백화점 가서 영
화 보려고 갔는데. 할아버지, 빨리하세요. 뒤에서. (웃음)” (A5)
“젊은 사람들은 탁 쳐가지고 들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들고 가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대체 머릿속에 기억이 있는 거로 쫓아가요. 여기 올
때도 아까 우리 선생님 만났는데, 길에서. 여기 올 때 아, 거기. 이러고 오는 거예
요. 그 아까 자동차에서, 혼다. (웃음) 혼다만 찾는 거야, 혼다만. (웃음)” (B4)
“아이, 뭐 배우자가 하니까 뭐 이렇게 뭐 계속 막 거기에서 뭐 음악도 듣고 뭐 영화
도 보고 별 거 다 하는데 나는 그거 보고 옆에서 있으면 나는 TV 큰 거 보러 가
요.”(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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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나 뭐가 구입하고 싶은데 해 줄 수 있니? 그러면 해서 보내요.”(C4)

바. 지원 체계
정보 활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들의 경우 비공식적 지원 체계
의 역할, 특히 자녀들의 지원과 도움에서 극명하게 대조적인 두 가지 모
습을 보였다. 가령 A5와 B4, C4의 경우 자녀들이 노부모의 정보 활용에
서 과도한 간섭과 지원, 혹은 도움을 줌으로써 노인들의 욕구와 활용 의
지를 약화시켰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부모들의 활용 능력 개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으로 활용 의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들 정보 활용 능력이 낮은 노인들은 공식적인 정부 지원이나
디지털기기의 노인친화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 아들이 어디 간다고 하면, 아주 복잡한 데 찾아간다고
하면 해줘요,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딱 해서 해주고.”(A5)
“집사람이 하는데 전철역 가면 이거 다 해주잖아요. 거기 뗄 수가 있잖아요.” (A5)
“처음에는 했다가, 옥션이고 들어가서 했다가, 나중엔 귀찮아서 딸내미한테 이건
맡겼어요. (웃음) 돈만 주고.” (B4)
“아쉽긴 한데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못 쫓아오면 구박을 해. (웃음) 그래서 하여튼
이래저래 배우긴 하는데.” (B4)
“먼저 아는 친구들한테. 쉽게 배울 수 있는 건 친구예요. 아 그럼요. 그게 제일 많
아요. 친구들은 부담감이 안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앞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게 제일 빨라요. 애들도 부담 가고.” (B4)
“(웃음) 아, 거의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해 줘요.”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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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이 연구는 노인의 일상생활 속 정보 활용 현황 및 정책 욕구에 대한 심
층적 분석을 목적으로 수도권 거주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집단심층인터
뷰(FGI)를 진행하였다. FGI 연구 결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첫째, 탐험적 수준에서 노년층의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경험, 그리고 지원에 대한 욕구를 주요 이슈와 하위 테마별로 해석하여
기술하였다. 둘째, 각 분야별로 노년층의 구체적인 정보 활용 경험을 듣
고자 했던 이 연구의 기본 취지에 따라 정보의 활용빈도와 중요도에 따라
활용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혜택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년층의 디
지털 소외 현상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수립하고자 정보 활용 모델을
개발하여 주요 영향요인들의 관계를 실제 사례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FGI 참가 노인들의 정보기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 활용 경험, 그리고
지원과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슈별 주요 테마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먼저 대부분의 노인들이 정보기술의 변화 속도가 적응하기에 어
려울 정도로 빠르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적응 과정에서 과거에 대처 노
력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후회, 앞으로의 변화 적응에 대한 걱정, 그리고
정보기술을 잘 활용하고 싶은 바람이 동시에 나타났다. 2020년 전 세계
를 강타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기술을 적용시킨 기기와 서비스들은
노년층에게 즐거움과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인식하
는 동시에 일부 앱은 과도한 간섭과 강요로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하기도
한다고 부작용을 우려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정보 활용 범위
의 확대와 더불어 노인 개인들의 정보 활용의 필요 정도는 다를 수 있지
만, 정보 활용법을 배우고 익히는 노력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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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둘째, 이 연구에 참가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관심 분야의 주제별 생활정
보를 검색하고 활용하는데 익숙한 편이며, 정보 검색 및 활용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불필요한 광고와 거짓 정보들로부터 성가심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사회 관계망 유지와 형성을 목적으로 카
톡과 같은 어플 사용을 필수로 인식하며, 동시에 과도한 개인적 대화 내
용들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메신저 수신은 사생활을 방해한
다고 우려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에 따
라 모바일 쇼핑, 온라인 뱅킹, 길찾기 등의 어플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정보 활용을 위한 공식적 지원 요구에 대하여 참가 노인들은 집
근처의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서 수준별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인친화적인 정보기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 눈높이
에 맞는 교육용 책자 보급, 교육방송 제작, 노인 전용 어플과 전용 단말기
개발 등 정부와 산업의 지원 역시 기대하고 있었다. 반면에 비공식적 지
원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정보기술이 적용된 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지지와 격려가 중요하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보기술 활용 세부 영역별 구체적 활용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가 노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정보기술은 모바일기기와 PC를
통한 ‘네이버 생활정보 검색기능 활용’, ‘무료함을 달래주는 유튜브 시
청’, 비대면 상황에서 노인들 사이에서 ‘관계 유지를 돕는 카카오톡 메신
저 이용’이었다. 이 밖에 ‘아직은 생소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사회참여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손자녀와의 화상전화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취약해지는 이동권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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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을 활용한 교통정보와 전자지도의 이용, 대중교통 이용 지원 어플 등
을 매우 유용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 쇼핑과 뱅킹 등에서는
절차와 인증 등의 어려움’과 ‘결제에 있어서의 실수 우려’ 등을 이유로 활
발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식당 등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키오스
크를 제외하면 ‘공공장소의 무인기기 필요성 인식과 활용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생물적 노화 과정에서 건강 증진목적의 웨어러블기기와 생
활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스마트 가전기기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
고 있는 반면, 아직 활발한 활용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노인들의 정보 활용 인식 및 활용 행태에 대한 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노년층 정보기술 활용 모델’을 제안하였다. 노년층의 정보 활용 능력과
수준은 성별, 학력, 연령 등 개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노
인 개인 특성은 정보 활용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인식은 노년층
의 정보 활용 욕구와 의지로 나타났다. 앞선 정보 활용 욕구와 의지는 노
인들의 분야별 정보 활용 수준의 차이로 이어졌다. 또한 정보 활용 경험
과 환경의 노출 정도가 다시 정보기술 인식, 정보 활용 욕구와 의지, 그리
고 정보 활용에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들의 정
보 활용에 대한 순환 과정 모델에서 이 연구는 공식･비공식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공식적 차원에서 정부에서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 확립과 정보 활용 인프라 확대 등이 중요하다고 노인들은 인식
하였다. 하지만 정보 활용에 대한 가족의 과도한 간섭과 지원 혹은 무관
심과 냉소적 반응은 노년층의 정보기술 인식, 정보 활용 욕구와 의지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비공
식적 가족 지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 연구의 질적 연구는 수도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선행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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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정보 인프라 수준이 낮고 노년층의 교육수준이 낮은 농촌 지역
노인의 정보화 수준은 도시 지역 노인에 비해 낮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제4
장의 양적 분석에서 살펴보기 어려운 주관적인 인식과 정책욕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정보기기의 노출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정보기기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생활 속 불편함을 느낄 수 있
는 환경이 마련된 곳은 도시 지역이라는 점에서 참여대상자를 수도권 거
주 노인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달리 말해 농촌 지역의 경우 키오스크
가 설치된 식당을 찾아보기 어렵고, 마을 단위에서 도보로 이웃을 방문하
며 메신저 활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므로 농촌지역 노인
들은 생활 속에서 정보기기를 활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어
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과 정책 욕구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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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 개선방안

제

6장

결론: 노인의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제6장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노인의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이 장에서 도출한 정책제언은 전
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파악한 노인의 생활 속 정보 활용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중요도 결과를 적극 활용하였다.

제1절 정책 방향
1. 정보 활용수준 제고 정책 중요도에 관한 전문가 의견
제4장에서 설명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노인의 정보 활용수준 제
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들
은 국민 및 노인의 생활 속 정보 활용 수준과 중요도를 평가한 후, 1차에
서 연구진이 제안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중요도를 평가하고 추가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차에서는 1차에서 전문가가 평가한 중요도
가 ‘보통이다(3점)’ 이하로 응답한 정책과제는 삭제하고, 전문가가 추가
및 수정 제안한 정책과제를 반영하여 중요도를 다시 응답 받았다. 2차에
서 1차의 국민 및 노인의 생활 속 정보 활용 수준과 중요도의 평균값을 참
조할 수 있도록 함께 지시하였으며, 중요도는 정책별로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② 중요하지 않다(2점), ③ 보통이다(3점), ④ 중요하다(4점),
⑤ 매우 중요하다(5점)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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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은 2차 기준으로 정책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정책을 제시하였
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쇼핑, 예약
등 일상생활 활용 방법 교육(4.7점)’, ‘정보격차를 활용한 노인 사기 피해
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4.6점)’, ‘지역사회 내 wifi 조성 확대(4.4
점)’, ‘기업이 고령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4.15점)’, ‘인터넷정보의 진짜/가짜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안내
및 교육(4.15점)’, ‘정보격차를 활용한 노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상시
적 교육 시행(4.15점)’, ‘기업의 전자기기 사용설명에 노인친화적 안내 강
화 유도(4.0점)’, ‘노인 일자리 등 정부재정일자리를 활용하여 노-노 전자
기기 교육(노인가구 찾아가는 교육)(4.0점)’ 등이 5점 만점에서 4점 이상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의 점수를 받으며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 외에도 ‘대학생, 전문강사, 전자기기 관련 기업 은퇴자와 연계한 노
인 스마트폰 사용 맞춤형 교육 실시(경로당,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에
서 실시)(3.95점)’, ‘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의 노인을 위한 웹 접근성
제고 노력 및 콘텐츠 개발 유도(3.90점)’, ‘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 연계한
AI스피커 보급(3.85점)’, ‘노인 전용 스마트 기기 개발 및 보급(3.8점)’,
‘지역사회 내 전자기기 사용설명 및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인력
배치(3.7점)’, ‘전자기기를 이용한 동영상, 온라인 강좌 등 검색 및 보기
교육(3.7점)’, ‘디지털 건강관리의 필요성 교육 및 홍보(3.55점)’, ‘24시
간 정보화 관련 상담 제공 콜센터 운영(3.45점)’, ‘기기활용을 위한 인터
넷 비용 지원(3.4점)’,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기기 구입 지원(3.3
점)’, ‘지역사회 내 전자기기 사용설명 및 지원을 위한 상시인력 배치(3.3
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SNS, ZOOM 등 이용방법 교육
(3.2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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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노인의 생활 속 정보 활용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단위: 5점 만점/점)
정책

중요도
1차

2차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쇼핑, 예약 등 일상생활 활용
방법 교육

4.55

4.70

정보격차를 활용한 노인 사기 피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

4.50

4.60

지역사회 내 wifi 조성 확대

4.10

4.40

기업이 고령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4.25

4.15

인터넷정보의 진짜/가짜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안내 및 교육

4.15

4.15

-

4.15

기업의 전자기기 사용설명에 노인친화적 안내 강화 유도

4.30

4.00

노인일자리 등 정부재정일자리를 활용하여 노-노 전자기기 교육(노인가구 찾
아가는 교육)

4.00

4.00

대학생, 전문강사, 전자기기 관련 기업 은퇴자와 연계한 노인 스마트폰 사용
맞춤형 교육 실시(경로당,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에서 실시)

3.95

3.95

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의 노인을 위한 웹접근성 제고 노력 및 콘텐츠 개
발 유도

-

3.90

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 연계한 AI 스피커 보급

-

3.85

정보격차를 활용한 노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상시적 교육 시행

노인 전용 스마트 기기 개발 및 보급

-

3.80

지역사회 내 전자기기 사용설명 및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인력’ 배치

3.85

3.70

전자기기를 이용한 동영상, 온라인 강좌 등 검색 및 보기 교육

3.85

3.70

-

3.55

디지털 건강관리의 필요성 교육 및 홍보
24시간 정보화 관련 상담 제공 콜센터 운영

-

3.45

기기활용을 위한 인터넷 비용 지원

3.75

3.40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기기 구입 지원

3.80

3.30

지역사회 내 전자기기 사용설명 및 지원을 위한 상시인력 배치

3.70

3.30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SNS, ZOOM 등 이용방법 교육

3.30

3.20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기기 무료 배포

2.95

-

PC 등을 이용한 문서작업 교육

2.50

-

주: 1)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② 중요하지 않다(2점), ③ 보통이다(3점), ④ 중요하다(4점),
⑤ 매우 중요하다(5점)
2) 1차 조사 이후 삭제된 정책, 2차에 추가된 정책은 응답값이 없으므로 ‘–’로 표기함.
자료: 1차 및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이용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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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문가들은 최근의 급속한 정보기술의 변화와 생활 속에서의 확
산으로 인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기기 무료 배포(2.95점)’, ‘PC 등
을 이용한 문서작업 교육(2.50점)’ 등의 기존 정책은 중요성이 낮은 것으
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노인의 생활 속 정보 활용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은 교육을 통한 노인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그 과
정에서 노인의 특성에 맞춘 인력 지원 방안, 기존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
계･활용, 정보기기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 정보기기의 고령친화성 제고
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의 홍수라고 불릴 정도로 온라인
상에서 정보가 넘치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
하고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노인의 정보 활용수준 제고 정책은 중앙정부와 함께 지역, 기업, 노
인 등 다양한 주체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2. 노인의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전 세계 176개국 중 ICT 수준 상위 2위를 차지하는 등 정
보화 수준이 높은 국가지만(ITU, 2017), 세대 간 정보격차도 OECD 회
원국에서 높다(OECD, 2019). 즉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 노년층
의 디지털 소외 문제가 클 수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
대면 사회문화 확산 속에서 노년층의 디지털 포용을 위한 정책에 보다 적
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노인의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보격차에 따른 사회 불평등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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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노인 디지털 소외에 관한 체계적인 관심이 요구
된다.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가 실시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
회에서 노인은 여전히 정보 취약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노년층의 세대
간 및 세대 내 디지털 격차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삶의 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디지털사회로의 진전은 이러한 디
지털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디
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제도적, 문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활용에 대한 노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인의
정보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야 할 것이다. 이로써 노인 스스로 정보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지
와 의욕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급속한 정보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정보 활용은
생활의 편리함을 높여주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
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나
정, 2020; 정준화, 2020; 정준화 외, 2020). 따라서 노인 세대에서도 정
보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배움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인 개
인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 노년층에게 새로운 정보기기 및
정보 활용방법이 낯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
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노년층의 디지털 역량
제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노인 개인의 정보 활용수준을 높여서, 노인
스스로 변화하는 정보기기와 정보 활용에 적용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주고,
디지털 매체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등 노년층에 보다 맞춤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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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1대 1 반
복 학습, 가족과 지역 내 인력을 적극 활용한 생활 밀착형의 교육 및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노인 대상 정보화 교육은 기존 정책과의 연계, 다양한 지역자원
과의 협력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 노인 대상 다
양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들 제공인력의 정보화 역
량을 지원하여 지역 내 노인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지관, 주민센터 등 비영리기관 차원에서 지역 내 노인과
친밀감을 형성하며 직접적인 정보화 교육과 안내 등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노인 집단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에 따라 정보화 역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가령 전기
노인이나 고학력 노인인 경우 개인의 역량 제고를 통한 정보화 수준 향상
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만, 후기노인이나 저학력노인은 정보기
기의 노인친화성 제고 등 정보기기의 편의성 제고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
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선행연구 검토 및 양적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후기노인과 저학력노인의 경우 정보화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은 정보기기의 노인친화성 제고는 기업 등 민간의 참여 촉진
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차원에서 노인들이 보다 손쉽고 편
리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기기와 서비스를 개발･유통할 수 있
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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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 개선방안
노인의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보다 구
체적인 정책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전문가 델파이 조사
를 통해 확인한 정책 개선방안을 정책방향의 틀에서 재분류하여 제시하
였다.

1. 정부 차원의 노인 디지털 소외에 관한 체계적인 관심
노인은 4대 정보취약계층 중에서 정보 취약성이 가장 높다. 일반 국민
의 평균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했을 때 55세 이상 고령층의 디지
털 정보화 수준은 64.3%에 불과하다. 정부는 삶의 질을 낮추는 디지털
불평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년기 디지털 소외를 해소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인의 디지털 노인의
생활 속 정보 활용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 근
거 자료에 기반한 노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 방안 수립과 추진 등을 지속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 사례에서와 같이 노인 디지털 활용 제고를 위한 다학제적인
관심을 유도하며, 정부 차원에서 노인과 디지털에 대한 아젠다를 형성하
고 관련 입법 및 재정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노인의 디지털 격차 지원 정책은 정보화 차원이 아닌 복지 차원
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노인의 디지털 격차 지원 정책을 저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더 나아가 노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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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의 디지털 인식 개선
노년층의 정보 미활용은 기기의 유용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기기 이용방법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선행연
구 검토와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노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용할 여건은 되지만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점에서, 정보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심리
적인 문턱을 낮추고, 이들 기기가 우리 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고 유용하게
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TV․라디오․
신문 등 전통적인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캠페인, 노인의 디지털 활용 우
수사례 공모 및 시상, 또한 정보기기 및 정보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
을 마련하여 기기와의 친숙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험 공간
혹은 상황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친밀하게 방문하는 공간에
서 자연스럽게 반복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도 노인의 디지털 인식 개선과 관련하여
‘디지털 건강관리의 필요성 교육 및 홍보’가 언급되고 있는데, 디지털 기
기 유용성 및 필요성은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더불어 건강관리, 안전, 학
습, 장보기 등 보다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인식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3. 디지털 접근성 및 역량 향상 지원
노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확인한 것처럼, ‘지역사회 내 wifi 조성 확대’, ‘정보기기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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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인터넷 비용 지원’,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기기 구입 지원’,
‘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의 노인을 위한 웹 접근성 제고 노력 및 콘텐
츠 개발 유도’이 해당된다.
이 연구는 노년층의 정보 미활용은 기기에 대한 접근성 및 비용 문제라
는 것을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이차자료분석, FGI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여, 정보기기
구매 및 사용을 위한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 데이터 용량이
무제한인 스마트폰 요금제의 비용이 부담스러워, 데이터 용량이 작은 저
렴한 요금제를 사용하거나 이마저도 부담스러워 인터넷 기능을 이용할
때 지하철, 카페 등 wifi를 이용하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 사
회 많은 대중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나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서
무료 wifi 이용을 확대하고, wifi 연결 및 사용중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저소득 노인 대상 정보기기 구입 지원, 스마트폰 이용 요금
할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포
용 추진계획’에는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의 와이파이 확대, 농
어촌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취약계층 스마트 기기 보급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과 연령에 상관없이 노인들이 디지털 포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계획 추진과 사업 내용의 확대를 기대한다.
병원, 복지관 등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큰 글씨, 음성 지원,
간결한 홈페이지 구성 등 노인의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
고,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하게 개발･보급되어 노인의
웹 친근성과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인단말기의 소프트웨어 표준 모듈 개발 및
보급･확산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편 FGI와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파악된 것처럼, 노인의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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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의 특성에 맞춘 생활 밀착형 교육이
중요하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쇼핑, 예약 등 일
상생활 활용 방법 교육’,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SNS,
ZOOM 등 이용방법 교육’, ‘전자기기를 이용한 동영상, 온라인 강좌 등
검색 및 보기 교육’ 등 실용적으로 활용이 높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
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실생활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폰 중심의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는 강소랑 외(2019)에서도 밝힌
바 있다. 강소랑 외(2019)는 현재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컴퓨터 중심의 정
보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노년기 욕구에 대응하지 못한다
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 내용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보화 교육은 직접적인 정보기기 및 정보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인터넷정보의 진짜/가짜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정보격차를 활용한 노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도 정
보활용 과정에서 노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위험과 대응방법에 대한 내용
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의 정보 이용 피해는
교육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정보격차를 활용한 노인 사기
피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인력과 장소 측면에서는 ‘노인일자리 등 정부재정일자리를 활
용하여 찾아가는 노-노 전자기기 교육’과 같이 찾아가는 동년배 간의 학
습, ‘대학생, 전문강사, 전자기기 관련 기업 은퇴자와 연계한 노인 스마트
폰 사용 맞춤형 교육(경로당,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에서 실시)’과 같은
세대통합형 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여 노인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 개인의 정보수준에 맞춰 1대 1의 학습, 반
복 실습 학습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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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정책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인력 확보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데, 이들 서비스와 연계하여 노인의 정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지역 사회 거주 취약노인에
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
스와 연계를 우선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
는 생활지원사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을 업
무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활교육에 정보화 관련 기초적인 교육을 포함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활지원사 대상 업무매뉴
얼 및 직무교육 표준화된 정보화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해 정부의 한정적인 보건복
지서비스 인력 활용만으로는 노인의 정보화 역량 제고에 대응하기에 충
분하지 않다. 일본 사례에서 디지털 활용 도우미를 운영하는 것처럼, 우
리나라도 노인 디지털서포터즈 운영 등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적극 활용하
는 방안, 역량있는 지역 주민의 사회공헌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및 고
용노동부 주관 신중년 사회공헌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정보기기 및 정보활용의 노인친화성 제고
노인의 정보 활용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정보 활용이 보다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보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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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비스 무인화 과정에서 노인친화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이는데,
가령 스마트폰, 고사양 가전기기 등 이용을 위한 노인 맞춤형 교육이나
사용 설명, 키오스크의 글씨를 고령자도 보기 편하게 크게 확대하거나 음
성 지원하는 등 기업 차원에서 노년기 정보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기업이 고령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노인 전용 스마트 기기 개발 및 보급’의 중요성
이 확인되었으며, 정보 활용 과정에서 노인의 전자기기 사용을 안내․지원
하기 위해 ‘기업의 전자기기 사용설명에 노인친화적 안내 강화 유도’, ‘지
역사회 내 전자기기 사용설명 및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인력 배
치’, ‘지역사회 내 전자기기 사용설명 및 지원을 위한 상시인력 배치’ 등
도 정책 개선과제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의 FGI에서 일부 노인은 정보기
기를 활용하면서 문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스마트폰 대리점을 방문하여
해결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지역 단위에서 스마트폰 대리점이나 전자제
품 영업점에서 노인 대상 사용설명 및 교육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도
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6. 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면서비스 제공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형으로 디지털기기
사용이 보다 일반화되고, 비대면 서비스도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
나 삶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디지털기기는 다양한 이유로 누군가
에게 오히려 삶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일상생활
서비스 및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정보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방안이 반드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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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제3장에서 노인의 정보화 유형결과 ‘디지털 소외’형의 경우
정보화에 대한 중요성이나 편리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자발적으로 디
지털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높다. 또한 이 유형은 교육수준이 낮
아서 정보화 교육에 대한 욕구와 선호도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유형을 위해 일상생활 서비스는 전통적인 방식의 대면서비스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보취약계층은 정보 역량 자체가 낮은 경우도 있으나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정보취약 상태에 놓일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 중국에서 94세 노인이 사회보장카드 개통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안면인식기보다 작은 키와 굽은 허리로 인해 누군가가 이 노인을 안아서
힘겹게 안면인식 절차를 밟는 과정이 동영상과 사진으로 퍼지면서 화제
가 된 적이 있다(심재훈, 2020.11.24.). 이와 같이 정보 역량이 부족하거
나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데 신체적 한계가 있는 사람 등을 위해 일정
수준의 대면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최근 은행이나 외식업계의 경우 어르신 전용상담원을 배정하여 안내
또는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생기고 있는데(홍정민, 2019.2.13.) 이
는 지금 당장 정보 역량 제고가 어려운 노인집단, 신체적인 한계로 디지
털기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정보취약계층 등을 위해 보다 확대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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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생활 속 정보 활용현황과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전문가의견을 청취하
기 위해 웹기반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써,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총 2회에 걸쳐 수렴하여 향후 노년기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마
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 전체의 정보 활용수준과 중요성, 65세 이상 노인의 정보 활용수준과 향후 개
선사항 등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약 20분 내외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번 1차 조사의 결과
를 정리한 후, 2차 조사는 7월말~8월초순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
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 참여를 거절할 수 있고, 응답 도중에
설문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 및 거절, 참여 중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위험이나 불
이익은 없습니다.
본 조사의 자발적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조사에 응답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1차: 5만원 상당의 상품권, 2차: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흥식
○
○
○
○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업체:
조사주관:

2020. 7. 00. ~ 20명 응답완료시
정보기술 및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20명
㈜에스티아이 (☏ 000-000-0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 연구위원(☏ 000-000-0000), 김혜수 연구원(☏ 000-000-0000)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응답자 기본 정보(성별, 연령, 경력, 소속기관 유형), 국민 및 노인의 생활 속 정보 활용수준 및 중요도,
정책 개선 사항, 답례품 지급을 위한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 목적]

노인의 생활 속 정보활용 수준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위 사항들을 이해하였고, ‘생활 속 정보활용 현황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1
차)’의 조사대상으로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조사 응답에 따른 답례품을 지급받기 위해 귀하는 휴대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합니까?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
지 않으시면 답례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동의하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

2020년 7월 일

조사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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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배경
4차산업혁명과 ICT의 급속한 확대 등으로 향후 우리의 일상생활 속 정보화의 진전, 디지털화, 서
비스 무인화는 더욱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2017년 ICT 발전
지수(IDI)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76개국 중 2위를 차지하는 등(ITU, 2017), 우리 사회의 정보화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들 내에서도 정보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정보화진흥원(2019)의 ‘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
노년과 장애인, 저소득, 농어민은 4대 정보취약계층이며 이중 장노년의 정보 취약성이 가장 높은 수
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평균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했을 때 55세 이상 장노
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64.3%에 불과하며 특히 70대 이상은 35.7%로 더욱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현상의 지속으로 우리 사회의 비대면활동(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이 과정
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취약성은 단순한 생활 속에서 불편함은 넘어서서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정보 활용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정보기술 발전의 편의를 누리고 안전
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생애주기상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
는데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
러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조사는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연구책임: 황남희 연구위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65세 이상의 생활 속 정보활용 소외 현상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평균적인 정보 활용수준과 중요도를 측정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정보 활용수준은 전 국민의 평균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
민이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편의를 고르게 누릴 수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기술정책 및 노인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 조사를 통해 수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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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민의 생활 속 정보 활용수준 및 중요도
Q1. 귀하께서는 연구진이 제시하는 다음의 영역에서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키오스크 등을 이용한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정보 활용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해당 정보활용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역별로 해당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활용수준
영역

정
보
습
득

관
계
및
공
유

생
활

인터넷을 활용한 뉴스 기사 보기
네이버, 구글 등 활용한 생활 정보검색 및
활용
위키피디아, 학술논문DB 등 활용한 전문지
식 검색 및 활용
유튜브, 넷플릭스 등 동영상 보기
전자북(e-book), 오디오북 등 이용한 독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이용한 의사
소통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
를 이용한 의사소통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
를 이용한 동호회, 커뮤니티 활동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등 정치적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공식채널 이용
블로그, 유튜브 등 컨텐츠 제작 및 공유
Zoom, 구글 행아웃 등을 이용한 통화, 화상
회의
드랍박스 등 클라우드를 이용한 자료저장과
공유, 활용
GPS를 활용한 교통정보 및 지도 이용
제품 구매(일상물품, 장보기, 가전제품 등)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주문
및 배달
기차․버스․영화관 등 예약 및 예매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의 온라인 수강신청 및
시청
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확인, 이체,
송금 등)
행정서비스(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확인, 공과금 세금 조회․납부 등)
생활복지서비스(교통․안전․직업․의료․문화․환경
등 정부의 복지정보서비스)
식당․카페 등 키오스크 이용(무인 주문서비스)
공공기관내 무인발급기 이용
은행․편의점 ATM기 이용
스마트 가전기기의 이용 및 고기능 사양 이
용(외부에서 로봇청소기 및 에어컨 작동 등)
AI 스피커 사용
생활 및 건강관리 목적의 웨어러블기기 사용

생활 속 중요도

거의 분기1회 월 1회 주1~2회 거의
전혀
중요
매우
사용하지 정도
정도
정도 매일 중요하지 하지 보통이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않는다 사용한다 사용한다 사용한다 사용한다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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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인(65세 이상)의 생활 속 정보 활용수준 및 중요도
Q2. 귀하께서는 연구진이 제시하는 다음의 영역에서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키오스크 등을 이용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정보 활용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해당 정보활용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역별로 해당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노인(65세 이상) 활용수준
영역

정
보
습
득

관
계
및
공
유

생
활

인터넷을 활용한 뉴스 기사 보기
네이버, 구글 등 활용한 생활 정보검색 및
활용
위키피디아, 학술논문DB 등 활용한 전문지
식 검색 및 활용
유튜브, 넷플릭스 등 동영상 보기
전자북(e-book), 오디오북 등 이용한 독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이용한 의사
소통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
를 이용한 의사소통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
를 이용한 동호회, 커뮤니티 활동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등 정치적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공식채널 이용
블로그, 유튜브 등 컨텐츠 제작 및 공유
Zoom, 구글 행아웃 등을 이용한 통화, 화상
회의
드랍박스 등 클라우드를 이용한 자료저장과
공유, 활용
GPS를 활용한 교통정보 및 지도 이용
제품 구매(일상물품, 장보기, 가전제품 등)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주문
및 배달
기차․버스․영화관 등 예약 및 예매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의 온라인 수강신청 및
시청
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확인, 이체,
송금 등)
행정서비스(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확인, 공과금 세금 조회․납부 등)
생활복지서비스(교통․안전․직업․의료․문화․환경
등 정부의 복지정보서비스)
식당․카페 등 키오스크 이용(무인 주문서비스)
공공기관내 무인발급기 이용
은행․편의점 ATM기 이용
스마트 가전기기의 이용 및 고기능 사양 이
용(외부에서 로봇청소기 및 에어컨 작동 등)
AI 스피커 사용
생활 및 건강관리 목적의 웨어러블기기 사용

노년 생활 속 중요도

거의 분기1회 월 1회 주1~2회 거의
전혀
중요
매우
사용하지 정도
정도
정도 매일 중요하지 하지 보통이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않는다 사용한다 사용한다 사용한다 사용한다 않다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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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귀하께서는 상기 제시된 영역에서 생활 속 정보 활용의 범위에 추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가 할 영역
이유

Ⅳ. 노인의 정보 활용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사항
Q4. 귀하께서는 연구진이 제시하는 다음 중에서 생활 속 65세 이상 노인의 정보 활용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별로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정책 중요도
정책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기기 무료 배포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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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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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경로당,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에서 실시)

①

②

③

④

⑤

PC 등을 이용한 문서작업 교육
전자기기를 이용한 동영상, 온라인 강좌 등 검색 보기 교육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SNS, ZOOM 등 이용 방법 교육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쇼핑, 예약 등 일상생활 활용 방
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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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고령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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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전자기기 사용설명에 노인친화적 안내 강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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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격차를 활용한 노인 사기 피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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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상기 제시된 정책 이외에도,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노인의 생활 속 정보 활용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Ⅴ. 응답자 기본 정보
성별

① 남성

연령

만___________세

해당분야 경력

소속기관

② 여성

_________년 ________개월

① 대학
②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③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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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생활 속 정보 활용현황과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전문가의견을 청
취하기 위해 제2차 웹기반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이 수행중인『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써, 2회차
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노년기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1차 조사에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합의된 의견도출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
으로, 65세 이상 노인 및 국민의 생활 속 정보활용 중요성,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속 정보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약 10분 내외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1
차 응답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다른 델파이 패널의 응답을 참고하여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2차
응답을 하지 않으신 패널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
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 참여를 거절할 수 있고, 응답 도중에
설문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 및 거절, 참여 중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위험이나 불
이익은 없습니다.
본 조사의 자발적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조사에 응답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흥식
○
○
○
○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업체:
조사주관:

2020. 8. 00. ~ 20명 응답완료시
정보기술 및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20명
㈜에스티아이 (☏ 000-000-0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 연구위원(☏ 000-000-0000), 김혜수 연구원(☏ 000-000-0000)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응답자 기본 정보(성별, 연령, 경력, 소속기관 유형), 국민 및 노인의 생활 속 정보 활용수준 및 중요도,
정책 개선 사항, 답례품 지급을 위한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 목적]

노인의 생활 속 정보활용 수준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위 사항들을 이해하였고, ‘생활 속 정보활용 현황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2
차)’의 조사대상으로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조사 응답에 따른 답례품을 지급받기 위해 귀하는 휴대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합니까?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
지 않으시면 답례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동의하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

2020년 8월 일

조사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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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배경
4차산업혁명과 ICT의 급속한 확대 등으로 향후 우리의 일상생활 속 정보화의 진전, 디지털화, 서
비스 무인화는 더욱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2017년 ICT 발전
지수(IDI)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76개국 중 2위를 차지하는 등(ITU, 2017), 우리 사회의 정보화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들 내에서도 정보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정보화진흥원(2019)의 ‘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
노년과 장애인, 저소득, 농어민은 4대 정보취약계층이며 이중 장노년의 정보 취약성이 가장 높은 수
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평균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했을 때 55세 이상 장노
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64.3%에 불과하며 특히 70대 이상은 35.7%로 더욱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현상의 지속으로 우리 사회의 비대면활동(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이 과정
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취약성은 단순히 생활 속에서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습니
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정보 활용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정보기술 발전의 편의를 누리고 안
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생애주기상 새로운 기술을 습득
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조사는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연구책임: 황남희 연구위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65세 이상의 생활 속 정보활용 소외 현상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생활 속 정보활용의 중요도를 측정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속 정보활용의 중요도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정보기
술의 발전에 따른 편의를 고르게 누릴 수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기술정책 및 노인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본 조사를 통해 수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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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인(65세 이상)의 생활 속 정보활용의 중요도
Q1. 귀하께서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키오스크 등을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의 정보활용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역별로 해당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 1차 델파이패널 전체응답 평균값이 없는 경우는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의견수렴과정에서 추가된 영역)
1차 델파이패널
전체응답 평균값
영역

정
보
습
득
관
계
및
공
유

생
활

네이버, 구글 등을 활용한 생활정보 검색 및
활용(기상정보 등 포함)
인터넷을 활용한 뉴스 기사 보기
유튜브, 넷플릭스 등 동영상 보기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의
사소통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이용한 의사소통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이용한 동호회, 커뮤니티활동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등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공식 채널 이용
카카오 페이스톡을 이용한 화상전화
GPS를 활용한 교통정보 및 지도 이용
제품구매(일상물품, 장보기, 가전제품 등)
금융거래(인터넷ㆍ모바일뱅킹, 계좌확인, 이
체, 송금 등)
행정서비스(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인터
넷 발급 확인, 공과금 세금 조회ㆍ납부 등)
생활복지서비스(교통ㆍ안전ㆍ직업ㆍ의료ㆍ문
화ㆍ환경 등 정부의 복지정보서비스)
은행ㆍ편의점 ATM기 이용
기차ㆍ버스ㆍ영화관 등 예약 및 예매
공공기관내 무인발급기 이용
식당ㆍ카페 등 키오스크 이용(무인주문서비
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주문
및 배달
생활 및 건강관리 목적의 웨어러블기기 사
용
스마트 가전기기의 이용 및 고기능 사양 이
용(외부에서 로봇청소기 및 에어컨 작동 등)
AI 스피커 사용
wifi 연결 및 사용
카카오택시나 버스대기시간 등과 같은 앱을
활용하여 교통수단 이용
수술, 성인병, 간병 등 의료서비스 이용 후
전자기기의 앱을 이용한 개인보험 청구

노년 생활 속 중요도

‘활용수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1)~거의 매일
사용한다(5)

‘생활 속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1)~매우
중요하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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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모색

Ⅲ. 국민의 생활 속 정보활용의 중요도
Q2. 귀하께서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키오스크 등을 이용한 국민의 정보활용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역별로 해당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 1차 델파이패널 전체응답 평균값이 없는 경우는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의견수렴과정에서 추가된 영역)
1차 델파이패널
전체응답 평균값
영역

정
보
습
득
관
계
및
공
유

생
활

네이버, 구글 등을 활용한 생활정보 검색 및
활용(기상정보 등 포함)
인터넷을 활용한 뉴스 기사 보기
유튜브, 넷플릭스 등 동영상 보기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의
사소통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이용한 의사소통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를 이용한 동호회, 커뮤니티활동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등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공식 채널 이용
카카오 페이스톡을 이용한 화상전화
GPS를 활용한 교통정보 및 지도 이용
제품구매(일상물품, 장보기, 가전제품 등)
금융거래(인터넷ㆍ모바일뱅킹, 계좌확인, 이
체, 송금 등)
행정서비스(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인터
넷 발급 확인, 공과금 세금 조회ㆍ납부 등)
생활복지서비스(교통ㆍ안전ㆍ직업ㆍ의료ㆍ문
화ㆍ환경 등 정부의 복지정보서비스)
은행ㆍ편의점 ATM기 이용
기차ㆍ버스ㆍ영화관 등 예약 및 예매
공공기관내 무인발급기 이용
식당ㆍ카페 등 키오스크 이용(무인주문서비
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주문
및 배달
생활 및 건강관리 목적의 웨어러블기기 사
용
스마트 가전기기의 이용 및 고기능 사양 이
용(외부에서 로봇청소기 및 에어컨 작동 등)
AI 스피커 사용
wifi 연결 및 사용
카카오택시나 버스대기시간 등과 같은 앱을
활용하여 교통수단 이용
수술, 성인병, 간병 등 의료서비스 이용 후
전자기기의 앱을 이용한 개인보험 청구

국민 생활 속 중요도

‘활용수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1)~거의 매일
사용한다(5)

‘생활 속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1)~매우
중요하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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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노인의 정보 활용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사항
Q3. 귀하께서는 생활 속 65세 이상 노인의 정보 활용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정책별로 동의수준을 체크해 주십시오.
(* 1차 델파이패널 전체응답 평균값이 없는 경우는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의견수렴과정에서 추가된 정책)
1차 델파이패널
전체응답 평균값
정책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을이용한 금융거래, 쇼핑,
예약 등 일상생활 활용방법 교육
정보 격차를 활용한 노인 사기 피해에 대한 법적 제
도적 장치 강화
기업의 전자기기 사용설명에 노인친화적 안내 강화
유도
기업이 고령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인터넷 정보의 진짜/가짜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에 대
한 안내 및 교육
지역사회내 wifi 조성 확대
노인일자리 등 정부 재정일자리를 활용하여 노-노
전자기기 사용교육(노인가구 찾아가는 교육)
대학생, 전문강사, 전자기기 관련 기업은퇴자 등과
연계한 노인 개인별 스마트폰 사용 맞춤형 교육 실
시(경로당,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 노인이용자가 많
은 공간에서 실시)
지역사회내 전자기기 사용설명 및 교육을 위한 ‘찾아
가는 서비스 인력’ 배치
전자기기를 이용한 동영상, 온라인강좌 등 검색 및
보기 교육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기기 구입 지원
기기활용을 위한 인터넷 비용 지원
지역사회내 전자기기 사용설명 및 지원을 위한 상시
인력 배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SNS, ZOOM 등
이용방법 교육
노인 전용 스마트 기기 개발 및 보급
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 연계한 AI 스피커 보급
디지털 건강관리의 필요성 교육 및 홍보
정보격차를 활용한 노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상
시적 교육 시행
24시간 정보화 관련 상담 제공 콜센터 운영
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의 노인을 위한 웹접근성
제고 노력 및 콘텐츠 개발 유도

동의수준

‘정책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1)
~매우 중요하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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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응답자 기본 정보
성별

① 남성

연령

만___________세

해당분야 경력

소속기관

② 여성

_________년 ________개월

① 대학
②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③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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