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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과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하여 구축되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교하게 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

터를 활용하여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화 역량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자본은 생활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보화 역량과 생활만족도 간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은 사회적 자본을 통하여 생활만족도 향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정보화 역

량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 시, 특히 온라인 사회참여와 교류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장애인, 생활만족도, 정보화 역량, 사회적 자본,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aborate the underlying mechanism by which information 

competency of those with disabilities influences their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rough a mediator, 

social capital built up through online and offline activities. To this end, the research conducts 

mediation analysis, comprised of three sets of regression by using the data of the “2018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information competency of those with 

disabilitie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e higher the information 

competency, the greater the social capital. In addition, social capital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competency and life satisfaction. The policy implication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efforts to improve information competency of those with disabilities 

should be made in a way that facilitates social interactions and community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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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의식과 생활을 급속

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은 장애

인의 사회·경제적 참여기회를 넓혀주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 매체를 소유 또

는 활용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 야기되

는 불균형과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학습 및 사회화 과정의 제약, 정보화 추진방법 및 

활용 환경의 한계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비장애인과 

정보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정보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에 의하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은 

74.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취약계층(장애

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의 평균 68.4%보다는 

높은 것이지만,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이다[2]. 

디지털기기 활용이 일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는 추세

를 고려할 때 정보화 역량의 부족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약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정보화 투자효과와 생산

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3]. 정보가 곧 재산이자 자본이 

되는 상황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능력은 자

본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통적으로 정보취약계층에 속해 있는 장애인에게 정보

화 역량 증대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요구되는 능력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보화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회의 증대

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정보화 역량 등에 달려 있기 때

문이다[3].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비교하여 낮은 사

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취업이나 사회활동 등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소외되며 이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4,5]. 그런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정보

격차가 삶의 질 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

인의 정보화 역량 강화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정보화 역량이 어떤 메커니

즘을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지는지 밝혀

냄으로써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의 설계와 추진에 시사

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참여와 네트워

크 확대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정보화는 신체적 제약의 극복을 지원함으

로써 사회적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

하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자본

은 사회적 고립감이나 소외감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정보화 역량에 초점을 맞추되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이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실

증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하여 구축된 사회적 자본이라는 

매개변수에 주목하여 정보화 역량이 생활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생활만족도와 정보화 역량, 사회적 자

본의 정의와 이들 간 관계를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한

다. 이후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제시한 후에, 분석자료와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 분석방

법을 설명하고, 분석결과를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논의에서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

와 함의를 정리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화 역량과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 느

끼는 만족감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정한 기준에 따

라서 자신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해 평가하는 것[6]”

으로 삶의 질, 웰빙(well-being), 주관적인 안녕감, 행

복 등과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다[7]. 이러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인구통계학

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자연환경과 같은 환경적 요인 등이 논의되어왔다[8,9].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거

주지역 등의 인구학적 요인,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요인, 여가활동이나 사회참여 등의 사회적 요인, 그리고 

건강이나 장애요인 등이 제시되고 있다[10-19]. 

한편,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화 역량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에게 정보화 

역량은 컴퓨터 및 모바일기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

득하고,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 평가 및 재가공하

여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한다[20]. 

편리한 인터넷 이용 환경과 이를 관리, 활용할 수 있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113

는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은 사람들과 관계, 직장에서 

생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1-23]. 정보화 역량은 장애인들이 다양한 정보에 접

근하고 사회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매개

체가 되기 때문에[24], 물리적 이동이 어렵고 사회적으

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지속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정보화 사회

에서 구성원 간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 및 활용 역

량의 격차는 배제와 소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

서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한

다면 장애에 더하여 이중적인 사회적 배제와 소외라는 

심각한 불평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2.2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사회적 자본은 유형적, 경제적인 자본과 대응되는 개

념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오랜 시간 관계를 맺으면서 신

뢰와 가치, 규범 등이 일종의 자원으로 축적된 상태를 

뜻한다[25,26]. 본래 사회적 자본은 집단 수준에서 도출

된 개념이지만, 개인의 차원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즉, 

사회적 자본은 공동의 재산이자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있

으며 공공재인 동시에 사적재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25,27].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이 집단 수준에서 공

동체와 민주주의에, 개인 수준에서 주관적 웰빙이나 행

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다[28].

개인의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신뢰, 참여, 규범, 호

혜성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요소는 개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정

감과 실제로 물질이 아니더라도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

함으로써 주관적 웰빙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28]. 또한 

상호주관적 인정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29].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행복과 밀접한 관계

가 있으며[30] 정신건강을 포함한 많은 긍정적 성과와 

관련이 있다[31]. 사회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이 더 삶에 

만족한다[25-39]. 특히 공동체 활동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축적하게 함으로써 교육과 소득을 증가시키

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감을 제고하는데[25] 국가별 

비교연구 결과,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웰빙의 수준이 

함께 상승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40]. 즉, 사회적 참

여와 지지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직접적

이고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6,41-45].

요컨대, 정보화 역량과 사회적 자본은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

화 역량은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물질적, 정

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된다. 즉, 

정보화 역량은 사회적 자본에, 사회적 자본은 생활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공존하

고 있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사회적 자본이 정보화 역

량과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 매개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

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선행연구에서 사회

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가정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들이 

형성되어 왔을 뿐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과 생활만족도

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이 갖는 매개효과에 주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이러한 연구

의 공백을 채우고자 한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이 생활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한 것으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정보화 역량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World Values Survey에 따르면, 정보의 활용을 통

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더욱 자유롭

다고 느끼며 이러한 감정은 삶의 만족도 제고로 연결된

다고 설명하였다[46]. 정보화 역량은 장애인에게 역시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많은 도구와 잠재적인 기

회를 제공한다. 정보화는 새로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의 수단이 되며, 학습과 고용을 지원함으로써 생활만족

도 향상에 기여한다[47]. 그리고 장애인의 정보화기기 

활용은 사회적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재활에도 도

움이 된다[32]. 장애인 집단 내에서 인터넷 활용의 차이

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33], 정보화 역량이 있

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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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다 더 높고, 중·고령 지체장애인의 인터넷 활용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9,33,34]. 이

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정보화 역량이 높으면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3.3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정보화 역량은 장애인이 가지고 있던 대면 관계의 한

계를 극복하도록 도움으로써, 이질적이면서 보완적인 

사람들 간 다리를 놓고(bridging) 서로 유사한 사람들 

간 유대를 만들어(bonding) 사회적 자본을 더욱 발전

시킬 것이다[25]. 장애인은 물리적 이동에 어려움을 겪

는 경우가 비교적 많고, 사회적 배제의 가능성이 높다

[34]. 그런데 온라인 환경은 의사소통, 사회참여, 여가 

및 취미활동, 정보수집 등 측면에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킴으로

써[33,48-51], 장애인에게 사회적 자원이나 지지를 주

고받을 수 있는 통로(pipe)를 열어준다. 실제,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은 사람들과 연결을 활발하게 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낮추고 대인관계 만족도를 높인다[52-54]. 

이렇게 형성된 사회 네트워크와 공동체 의식은 사회 내 

개인의 지위를 높이고[55], 행복을 증대시킨다[56-58]. 

특히 소득과 자산,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사회참여의 

확대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9]. 

이를 종합하면, 정보화 역량은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며 사회적 자본은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

과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가정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들이 형성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실증하고자 한다.

가설 2. 정보화 역량은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설계

4.1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장애인 

부분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

조사는 2002년부터 1년에 1회 실시되며 일반 국민, 장

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정보화 수준, 정보이용 태도, 지능정보

사회 등을 조사한다. 장애인 조사 모집단은 2018년 8

월 1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만 

7-69세 장애인이다[2]. 

본 연구에서는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장애

인 대상 자료 중 사회적 자본, 정보화 역량 수준 등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2,085명을 분석대상

으로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s Freq. %

Gender
male 1,416 67.91

female 669 32.09

Age

7-19 4 .19

20-29 36 1.73

30-39 146 7.00

40-49 367 17.60

50-59 692 33.19

60-69 840 40.29

Education

↓elementary school 381 18.27

middle school 544 26.09

high school 960 46.04

↑university 200 9.59

Onset of 
disability

congenital 399 19.14

acquired 1686 80.86

Degree of 
disability

severe 1,038 49.78

minor 1,047 50.22

Type of 
disability

visual, hearing, speech 
disability 480 23.02

physical disability, 
disability of brain lesion 1,605 76.98

Job
unemployed 1,489 71.41

employed 596 28.59

Total 2,085 100.00

4.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 생활만족도는 일상생활에서 본

인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주관적인 평

가이다. 생활만족도는 여가 및 문화생활,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대인관계, 가족관계, 내가 하는 일, 신체 및 

정신 건강, 정치 및 정부 활동의 만족도를 묻고 있으며, 

답변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만족한

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8개 문항의 신뢰도 

지수인 Cronbach’s 값은 .839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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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정보화 역량이다. 정보화 역량

은 정보화기기(컴퓨터, 모바일기기)에서 스스로 프로그

램의 설치/삭제/업데이트, 유선 또는 무선 인터넷의 연

결, 웹 브라우저 및 디스플레이/소리/보안/알람/입력방

법 등의 원하는 환경설정, 외장기기 연결, 인터넷을 통

한 파일전송, 악성코드 검사/치료, 문서나 자료의 작성 

등의 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묻고 있으며, 답변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화 역량이 

높다고 볼 수 있다. 14개 문항의 신뢰도 지수인 

Cronbach’s 값은 .972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4.4 매개변수

본 연구의 매개변수 사회적 자본은 온‧오프라인으로 

만난 사람들과의 유대관계이다. 사회적 자본은 온‧오프

라인 만난 사람들 중에서 문제해결의 도움, 중요한 결

정, 사적인 문제 대화, 외로울 때 대화, 금전적 부탁, 명

예 헌신, 좋은 일자리 추천, 금전적 아낌없는 지원, 중

요한 일의 맡김, 불의에 대한 도움, 집 밖의 일의 관심, 

새로운 시도, 타인의 생각, 다른 세상 관심, 공동체 일

부, 큰 세계 연결, 세상 모든 사람의 연결, 커뮤니티 활

동, 타인과의 대화, 새로운 사람의 만남에 관해 묻고 있

으며, 답변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0개 문항의 신뢰도 

지수인 Cronbach’s 값은 .972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5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은 만 

나이를 분석에 그대로 활용하였고, 빈도분석에서는 

‘1=10대, 2=20대, 3=30대, 4=40대, 5=50, 6=60대 이

상’으로 연령대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성별은 

‘1=남성, 2=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0=여성, 1=

남성’으로 더미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학력은 ‘1=

초등졸 이하, 2=중졸, 3=고졸, 4=대졸’로 구성되어 있

는 것을 분석에 그대로 활용하였다. 넷째, 장애정도는 

‘1=1급, 2=2급, 3=3급, 4=4급, 5=5급, 6=6급’으로 구

성되어 있는 것을 ‘0=경증(4급, 5급, 6급), 1=중증(1급, 

2급, 3급)’으로 더미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다섯째, 장

애유형은 ‘1=지체장애, 2=뇌병변장애, 3=시각장애, 4=

청각장애, 5=언어장애’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0=감각

언어장애, 1=지체뇌병변장애’로 더미 처리하여 분석하

였다. 여섯째, 장애 발생 시기는 ‘1=선천적 장애, 2=후

천적 장애’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0=후천적 장애, 1=선

천적 장애’로 더미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일곱째, 경제

활동여부는 직업변수를 활용하여 ‘1=관리자,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사무 종사자, 4=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0=경제활동 

미참여, 1=경제활동 참여’로 더미 처리하여 분석하였

다.

4.6 분석방법

본 연구는 Baron & Kenny[59]가 제시한 다중회귀

분석을 통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이때,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독립변수는 매개변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Path 

A). 둘째,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Path B). 셋째, 독립변수는 종속변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Path 

C). 넷째, 경로 A와 B가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사라지거나(완전매개) 줄어

들어야(부분매개) 한다(Path C’). 회귀식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Regression Equations for Mediation

Path Equation

Path A      

Path B      

Path C      

Path C’ 
 







SC: Social Capital; IC: Information Competency,
LS: Life Satisfaction; CV: Control Variable

5. 연구결과 

5.1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생활만족도는 4점 척도의 중간값인 

2.5에 가까운 평균값(2.407)을 보였으며, 정보화 역량

은 2.186, 사회적 자본은 2.607의 평균값을 나타냈다.



융합정보논문지 제10권 제9호116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N=2,085)

Variables Mean Std. Dev. Min. Max.

Life 
satisfaction

2.407 .559 1 4

Information 
competency 2.186 .932 1 4

Social capital 2.607 .488 1 4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대해 정보화 역량과 사

회적 자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

에서 정보화 역량과 사회적 자본이 각각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Variables Life 
satisfaction

Information 
competency

Social 
capital

Life 
Satisfaction 1.000

Information 
competency

.368** 1.000

Social capital .531** .337** 1.000

**p<.01

5.2 매개효과 분석결과

본 연구는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이 생활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 사회적 자

본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3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첫째,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에(Model 1),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Model 2),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Model 3), 마지막으로 Model 2와 Model 3을 비교할 

때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낮아져야 한다[60]. 

Table 5는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검정 결과를 나

타낸다. 평균 VIF 값은 1.21 수준으로 다중공선성의 문

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먼저, Model 1에서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이 매개변

수인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156, p<.001). Model 2

에서 정보화 역량이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139, p<.001). 

마지막 Model 3에서는 독립변수인 정보화 역량이 통

제된 상태에서도 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이 여전히 유

의미한 결과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β=.430, p<.001), 

정보화 역량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여전히 

유의미한 결과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β=.072, p<.001) 

Model 2에 비해 그 크기가 작게 나타나 사회적 자본이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연령과 장애의 발생 시기는 

Model 3에서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대

가 높아질수록, 후천적 장애보다는 선천적 장애의 경우

에 생활만족도가 더 높아지는데 이러한 효과는 매개변

수인 사회적 자본에 의해 완전 매개된다.

Table 5. Results of Analysis

Category

Model 1 Model 2 Model 3

Social 
capital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Path A Path C Path B,C’

Information 
competency

.156 *** .139 *** .072 **

(.023) (.026) (.024)

Social capital
.430 ***

(.037)

Age
.008 *** .006 ** .003

(.002) (.002) (.002)

Gender
-.016 -.109 ** -.103 **

(.038) (.042) (.038)

Education
.107 *** .017 -.030

(.023) (.026) (.024)

Onset of 
disability

.108 ** .100 ** .053

(.037) (.040) (.037)

Degree of 
disability

.000 .002 .002

(.037) (.041) (.037)

Type of 
disability

.057 .121 ** .096 *

(.039) (.043) (.040)

Job
-.015 .175 *** .182 ***

(.040) (.044) (.041)

Constant
1.469 *** 1.602 *** .971 ***

(.148) (.163) (.160)

F 11.36 *** 8.53 *** 24.19 ***

Adj-R2 .097 .072 .213

N 774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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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Baron & Kenny[59]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에 이어, Sobel 테스트와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60,61]. 

Table 6은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갖는 매개효

과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장애인이 온·오프라인으

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구축한 사회적 자본이 갖는 직

접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를 정리하였다. 독립변수인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이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미

치는 총 효과(.140)에서 직접효과(.072)를 뺀 간접효과

(.067)는 Path A의 회귀계수(.156)와 Path B의 회귀계

수(.430)를 곱한 값(.067)과 같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

증결과[60], 통계량 z는 5.79(p<.05)로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Variable

Life Satisfaction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Type of 
mediation

Information
competency

.072 .067 .140

partial

(.024) (.012) (.026)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매개효과 검정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간접효과 검증은 비모

수를 가정하고, 데이터의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기 때

문에 보다 엄격하게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61]. 검

정 결과,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서 사회적 자본이 매개효과(.067, p<.001)를 가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Table 7. Verification of Mediated Effects 

Effect Path Coef. Boot. 
S.E.

95%

LLCI ULCI

Direct
Information 

competency → 
Life satisfaction

.072** .026 .022 .123

Indirect

Information 
competency → 
Social capital → 
Life satisfaction

.067*** .012 .044 .090

N=774, Bootstrap=5,000.
*p<.05, **p<.01, ***p<.001

6.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개선

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활만족도는 개인의 육체와 마음의 상태, 삶에서 일어

나는 사건, 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한 결과로서 ‘자

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으로 표현할 수 있으

며[6], 삶의 질, 주관적 안녕(well-being), 행복 등의 개

념과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7].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는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건강적 측면에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0-19].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언택

트(untact)’가 강조되면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정보화 역량의 중요성이 더

욱 커지고 있다. 정보화 역량은 컴퓨터와 모바일기기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필수 요소로, 오프라인·대면 활동 

시 장애인이 갖게 되는 제약들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활동의 범위와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5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이 생활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때 정보화 역량을 통

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

하고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 

첫째,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과 사회적 자본은 생활만

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보화 역량

은 장애인이 컴퓨터와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더욱 편

리하게 정보를 수집·교환하고, 일자리를 얻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여가와 취

미생활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1,48,62,63]. 또한 다양한 사회

참여를 통해 구축되는 네트워크와 신뢰 등의 사회적 자

본 역시 장애인의 주관적 만족감을 높인다는 사실을 재

확인하였다[41-45]. 

장애인들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

화기기 등의 보급을 확대하여 정보화기기 접근성을 증

대시켜야 한다. 동시에 장애인들이 정보화기기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데,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단순한 웹서핑을 넘어서 SNS 활용과 사회참여, 경

제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화기기를 활용할 수 있

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장

애인 지원단체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함으로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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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누군가와 연

결되고 지원받으며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기회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장애유형별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인

되었기 때문에,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

한다면 디지털활용 수준 개선과 함께 생활만족도 증대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9,64]. 

둘째, 사회적 자본은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정보화 

역량이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고령장애인의 사회적 자본

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사

회적 자본은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정보화 역량은 그 자체만으로

도 장애인에게 자유로움과 편리함 등을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사회적 교류를 활

성화하고 상호인정과 공동체의식 형성, 지위의 상승효

과 등을 일으킴으로써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제고하

는 것이다[29,55]. 따라서 장애인들의 모바일기기 활용 

역량을 증대시킨다면, 특히 이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들의 사회적 자본 축적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생활만

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 내에

서 정보화 역량의 차이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관계를 사회적 자본이

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더욱 정교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장애인과 비장애

인의 정보화 역량 격차,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보화 역

량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선행연구

들을 통하여 확인된 바 있지만 장애인 집단 내에서 그 

효과를 실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33]. 또한 선행연구들

은 정보화 역량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사회적 자본

이 생활만족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장애

인의 사회적자본이 정보화 역량과 생활만족도 간 매개

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이론적 논의는 가능하나 실

증분석은 미진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는 정보화 역량과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실

증함으로써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향후 이와 관련한 이

론적, 정책적 논의의 심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논의가 

다른 생활만족도 연구와 구별되는 요인 중 하나인 장애

특성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통제변수로서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수 외에 장애의 발생시기와 등급, 유형을 추가하였고, 

이들 변수의 부분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연령과 

장애의 발생시기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

적 자본에 의해 완전 매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인 생활만족도를 논의할 때 장애인 안에서도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이론적, 정

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다만, 본 연구는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 강화와 사회

적 자본의 구축, 그리고 생활만족도 제고 간 관계를 논

의하면서 온·오프라인 활동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분석

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를 통해 이들 관계

에서 온·오프라인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각각 확인하

고, 각 활동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온·오프라인 활동

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상호충돌할 수 있는지)을 밝혀낸다면 관련 정책의 정교

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이 단

년도의 횡단면 자료라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

다. 생활만족도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는데 단년도 조사결과를 활용한 본 연구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단일 자료

원으로부터 변수들을 측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동

일 자료원 편의(common source bias)의 위험성이 존

재한다. 이는 향후 정성적·정량적 연구를 통하여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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