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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스마트기기 이용이라는 맥락에서의 다변화하는 정보격차인 스마트 디바이드의 형성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부분의 요인들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 , 사회  활동의 범 를 

확장하는데 향을 미치고 있다. 한 미디어 리터러시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입수한 정보의 가치 평가 

능력에도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보한 사람들과 그 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스마트기기의 활용을 통한 정보 , 사회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심화된 

사회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스마트 디바이드를 유발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media literacy on the formation of the smart 

divide, which is a multi-faceted digital divide that occurs in the context of the use of 

smart devices. As a result, most of the factors of media literacy affect the establishment 

of social relations and social network through the use of smart devices, which, in turn, 

leads to the expansion of the range of informational and social activities. In addition, 

media literac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mpetence to evaluate the value of information 

acquired through the use of smart devices. Based on these results, there can be social 

disparity between those who have secured media literacy and those who do not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al and social benefits through the use of smart devices, which 

can function as a mechanism to generate the smart di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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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기술의 발   무선 네트워크의 범

한 보 은 네트워크, 정보, 미디어 기기, 콘텐츠 

등이 융합되는 디지털 컨버 스 환경의 정착으

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발된 

복합 미디어로서의 스마트기기의 보 은 사람

들의 정보활동 방식을 격하게 변화시켜 왔으

며, 이제 스마트기기는 사람들이 정보를 입수, 

표 , 달, 활용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도

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재의 컨버 스 환경

에서 정보활동과 스마트기기, 이 두 가지는 분

리할 수 없는 복합 인 개념이 되고 있으며, 스

마트기기는 사람들의 정보활동뿐만 아니라 사

회  활동에 있어서도 핵심 인 도구가 되고 

있다.

스마트기기는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정보를 

하나의 기기를 이용해서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 , 사회  차원 모두에

서의 정보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 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어 리 이션

을 활용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 이션

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반면 스

마트기기는 복합 인 미디어이며, 스마트기기

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스마트기기를 충분하

게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스마트기기

를 통한 정보와 미디어의 융합 환경이 오히려 

정보격차라는 사회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을 

래하기도 한다.

정보격차는 컴퓨터의 보 과 함께 등장한 오

래된 개념이지만, 정보기술의 진화와 함께 기

존의 근 심의 양  정보격차는 활용 심

의 질  정보격차로 복잡화되었으며, 재와 

같은 스마트기기 환경에서는 보다 다면 으로 

세분화된 정보격차인 스마트 디바이드로 진화

하고 있다. 이 게 진화하는 정보격차를 해소

하기 해서는 정보격차를 형성하는 요인들에 

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  정

보격차나 질  정보격차에서는 미디어 기기의 

소유와 근을 한 사회경제  요인들이 심

이 되었지만, 스마트 디바이드에서는 스마트기

기의 보유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필

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는지가 보다 요한 문제

가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디바이드는 

미디어로서의 스마트기기 활용능력의 차이로

부터 발생하는 정보 , 사회  격차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 디

바이드의 생성과 하게 연 된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하지만 재 부분의 정보격차 

련 연구들은 통 인 양  정보격차  질  

정보격차에 집 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는 정

보격차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보학의 에서 

정보격차를 스마트 디바이드로 개념화하고, 미

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 디바이드의 형성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

히 미디어 리터러시를 형성하는 요인들과 스마

트 디바이드를 형성하는 요인들 사이의 계를 

실증 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디

바이드를 해소하기 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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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정보격차의 개념 진화

정보통신기술의 속한 진화와 보 은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연결하는 원동력으로 작

용하기도 하지만, 반면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

람들을 배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가운

데 사회 분열 인 측면은 사회  문제로서의 정

보격차로 설명할 수 있다. 정보격차는 1995년 

New York Times의 리스트 Gary Andrew 

Pole의 기사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로, 컴

퓨터, 네트워크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보

기술에 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지 못한 사

람 사이의 격차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Molnar, 2002).

1990년  후반 이후로 정보격차는 사회 인 

상이자 해결해야 하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인

식되어 왔다. 통 으로 정보격차는 정보를 소

유하고 있는 사람들(information-haves)과 그

지 못한 사람들(information-have-nots) 사

이의 격차를 의미하며, ICT를 보유하거나 이에 

근할 수 있는 기회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그

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로도 설

명할 수 있다(OECD, 2001, 4). 하지만 이는 단

순히 정보에 한 근의 격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 경제  격차에까지도 향을 미

치고 있다(Houston & Erdelez, 2004, 19).

이러한 창기의 정보격차는 ICT와 디지털 기

기의 소유  이에 한 근이 주된 요인이었으며

(Helbig, Gil-Garcia, & Ferro, 2009; Keniston, 

2004),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해 공공도서

에서 컴퓨터  ICT에 한 근을 제공하고 

정보기기 활용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

기도 하 다(Attewell, 2001). 하지만 정보환

경이 보다 복잡하게 진화하고 새로운 정보기기 

 미디어가 범 하게 보 되면서 통 인 

측면에서의 정보격차는 미디어의 활용을 심

으로 하는 보다 복잡한 구조의 정보격차로 계

속해서 환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연구에서는 정보격차를 ICT에 한 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  정보격차와 이미 근 권

한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ICT를 활용하는 능

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  정보격차로 

구분하기도 하 다(Dewan & Riggins, 2005; 

Wei et al., 2010). 이와 련해서 Kling(1998)

은 ICT 인 라, 하드웨어  소 트웨어의 가

용성에 을 두는 기술 인 측면과 정보기술

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언 하는 사회

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보격차를 설명하 다. 

하지만 무선 네트워크의 범 한 보 과 스마

트기기 심으로의 격한 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의 정보환경에서는 기존의 양 , 질

 정보격차 유형과는 다른 보다 복잡화, 세분

화된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게 진화하는 정보격차는 사람들의 정보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활동을 지

원할 수 있는 경제 , 사회  요인들과 하

게 연 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의 경

제 , 사회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Park 

& Lee, 2015; van Dijk, 2005). 즉, ICT에 

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 , 사회  이득으로 이어

질 수 있는 반면, 그 지 못한 사람들은 지식정

보의 감소, 경제  불이익, 사회  불이익을 받

을 수 있게 되어 사회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



22  정보 리학회지 제38권 제2호 2021

키는 것으로 이어질수 있다(Choudrie, Weerakkody, 

& Jones, 2005; Rooksby, Weckert, & Lucas, 

2002).

이를 종합해 보면, 정보격차는 디지털 기술 

혹은 정보기술을 활용하기 한 정보 , 사회  

인 라에 한 근으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

니며, 사회경제  지 , 학업수 , 경제수 , 연

령, 성별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사회  상이다. 특히 정보기술의 속한 발

에 응할 수 있는 정보  미디어 활용능력에 

따라 분화하는 상으로도 볼 수 있다.

2.2 스마트 디바이드

창기의 정보격차에서는 정보에 한 근

이 가능한 집단과 그 지 못한 집단 사이의 차

이가 가장 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으며, 따

라서 정보에 한 근을 확보하면 이들 격차

는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었다. 하

지만 ICT가 속히 발 하고 스마트기기가 보

편 인 정보기기가 된 재의 상황에서는 정보

격차의 논 이 정보에 한 근이 아니라 복

잡화하는 미디어의 이용 능력과 하게 연계

되고 있다(이승민, 2020).

재 스마트기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

하고 있을 정도로 리 보 되어 있어, 근을 

심으로 하는 양  정보격차는 어느 정도 해

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기기는 

기존의 여러 정보기기가 독립 으로 수행하던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통합시킨 복합 인 미디

어이며, 따라서 이를 이용하기 해서는 스마

트기기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

라 다양한 어 리 이션을 정보의 입수와 활용

에 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스마

트기기가 지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스마트

기기의 기능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들과 그 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정보 , 사

회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근이나 활

용 심의 정보격차와는 다른 측면의 격차라고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정보격차에서 보다 세분화

되고 다면화된 스마트 디바이드(smart divide)

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

스마트 디바이드는 Lee(2016)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

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지  격차 는 스마

트기기 활용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질  격차로 

정의되고 있다(Lee, 2016, 262). Lee(2016)의 

정의에 기반해서, Li, Chen, Wu(2020, 560)는 

경제  수 , 인종, 성별, 연령  거주지역과 

련하여 사람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하

게 연 된 정보격차의 진화한 양상으로 스마트 

디바이드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스마트 디바이드는 재 

보편 으로 보 되어 있는 스마트기기의 활용 

정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다변화된 정보격차이

다. 특히 근성을 시하는 측면에서의 스마

트기기 보유 정도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정보에 근하고, 입수한 정보를 어

느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서 발생하는 격

차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지

까지의 정보격차가 ICT를 활용하지 못해서 발

생하는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이었다면, 스마트 

디바이드는 단순한 불편함의 차원을 넘어 경제

, 사회 , 문화 , 정보  격차로 확산되어 여

러 가지 유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주

윤경, 2018, 33). 따라서 스마트기기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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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 되어 있는 재의 사회에서 스마트 

디바이드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는 기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한 방안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보다 심화된 근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다변화되고 세분화된 정보격차로 스

마트 디바이드를 정의하고자 한다. 좁은 의미에

서는 스마트기기 자체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

능들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발생하

는 정보 , 사회  격차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정보 , 

사회  커뮤니 이션을 이루어 가는 정도에 따

른 격차로 스마트 디바이드를 정의할 수 있다.

2.3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기술  정보 미디어의 속한 진화와 

함께, 미디어를 활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인 미

디어 리터러시는 2000년  이후 사람들의 사회

, 정보  활동에서의 요한 요인으로 인식

되고 있다(Ritchie, 2011). 미디어 리터러시는 

TV, 라디오 등과 같은 통 인 미디어의 등

장과 함께 그 개념이 시작되었지만, 그 근간은 

리터러시에 두고 있다. 일반 으로 리터러시는 

정보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송되었을 때 

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Correia, 2002). 하지만 정보환경이 인쇄

기반에서 디지털 기반  인터넷 기반으로 

환되면서 통 인 리터러시의 개념 역시 환

이 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의 등장  보 과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 리터러시, 디지

털 리터러시 등으로 용 범 가 보다 확장되

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은 아직까지

는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통

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는 인쇄  자 미디어

를 해석, 평가, 분석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

로 정의되고 있다(Aufderheide & Firestone, 

1993, 1). 한 Baker(2004)는 인쇄 매체와 비

인쇄 매체의 언어와 텍스트를 작성, 이해, 해석, 

분석  감상하는 것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정의하 으며, Potter(2010)는 매스미디어에 

자신을 노출하고 우리가 하게 되는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용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정의하 다.

이외에도 미디어 리터러시는 모든 유형의 커

뮤니 이션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에 

근, 분석, 평가, 제작, 달하는 능력으로도 설

명할 수 있다(National Association for Media 

Literacy Education, 2011, 1).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2002, 9)에서도 다양한 형

식과 미디어로 정보를 분석, 근, 리, 통합, 

평가  생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미디어 리터

러시를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기

기  정보 미디어의 이용을 포 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입수한 정보의 가치

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비 인 사고력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 에 맞

는 새로운 정보로 조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

할 수 있다(Gilster, 1997; Hobbs, 2007).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기술이 발 하고 다

양한 미디어 유형이 보 되면서 차 필수 인 

역량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미디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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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러시는 궁극 으로는 미디어를 이용해 보다 

효과 으로 정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며,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고 커뮤니 이션하기 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

시를 넓게는 미디어에 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좁은 의미에서는 미디어

를 통해 표 , 달되는 정보  콘텐츠의 가치

를 해석, 분석, 평가, 활용하고 이를 창조 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는 개인 인 미디어

의 활용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활용능력에 따른 사회 , 정보  격차를 유발

하는 데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기기가 기존의 미디어의 기능을 통합 으로 제

공하고 있는 재의 정보환경에서는 스마트기

기의 다양한 기능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 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미디어 

활용능력에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정보

격차인 스마트 디바이드로 이어질 수 있다. 스

마트 디바이드는 스마트기기의 사용이라는 맥

락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스마트기기의 활용

을 통해 발생하는 정보활동을 비 으로 수용

하고 이를 통해 입수한 정보의 가치를 단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이기 때문

에,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 디바이드는 

하게 연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 디바이

드 사이의 계를 실증 으로 고찰함으로써 다

변화하고 복잡화하는 스마트 디바이드의 상

을 실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디바이드

를 해소하기 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내용

3.1 변수 설정

창기의 양  정보격차에서부터 재의 스

마트 디바이드에 이르기까지 정보격차를 유발

하는 요인들은 계속해서 복잡화, 세분화되고 있

다. 특히 스마트 디바이드는 스마트기기의 이용

과 하게 연 되어 있으며, 새로운 미디어로

서의 스마트기기의 활용은 미디어 리터러시와

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통 인 정보격

차의 형성 요인 이외에도 미디어 리터러시와 

련된 요인들이 재의 스마트 디바이드를 형성

하는데 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의 이용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측면을 스마트 디바이드 

형성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미디어 리터러시

가 스마트 디바이드의 형성에 미치는 향을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련된 요인으로는 이  

연구에서 공통 으로 제시하고 있는 미디어 사

용의 다양성, 미디어를 통해 입수한 정보의 가

치 평가, 입수한 정보를 통한 창의  생산 능력, 

활용하고 있는 콘텐츠 형태의 다양성을 설정하

다(EAVI, 2008; Hallaq, 2016;  Potter, 2010; 

Ritchie, 2011). 이들 요인들은 다양한 미디어

를 통해 달, 표 되는 정보를 복합 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능력에 을 두는 것이며, 입수

한 정보 자체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의 내 인 

가치에 한 이해라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기

기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스마트기기

의 활용을 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스마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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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어느 정도로 능숙하게 활용하는지는 사람

들의 정보 , 사회  활동 지원이라는 스마트

기기 활용의 근본 인 목 을 달성하는데 있어

서 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통  

리터러시의 확장된 으로서 스마트기기 환

경에서의 미디어 기기 이용의 능숙도를 요인으

로 추가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소를 독

립변수로 설정하 다.

스마트 디바이드와 련한 요인으로는 Lee 

(2016)의 연구에서 제시한 스마트 디바이드의 

형성 요인을 심으로 설정하 다. 스마트 디

바이드는 근본 으로 스마트기기의 활용으로 

인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기기의 보

유 여부  스마트기기에 한 물리  근성

이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 스마트기

기는 다양한 어 리 이션을 통해 정보  활동

을 수행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셜 네

트워크,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등 사회  활동

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마트

기기에서의 어 리 이션 사용 정도  사회  

네트워크 형성의 정도를 변인으로 설정하 다. 

이와 함께, 스마트기기의 활용은 사람들의 정

보 , 사회  활동의 범 를 확장시켜  수 있

으며, 따라서 스마트기기를 통한 다양한 활동

의 범  정도를 변인으로 추가하 다. 이들 요

인들은 스마트 디바이드 형성에 있어서의 종속

변수로 설정하 다.

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 디

바이드의 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실

증 으로 확인하기 해 스마트기기 이용자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설문항목

은 앞서 언 한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기기 활

용  사회경제  특성 등으로 설정한 변수에 따

라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하 다(<표 1> 참조).

설문조사는 2021년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

지 20  이상의 스마트기기 이용자를 상으로 

온라인으로 수행하 다. 20  이상 이용자로 연

구 상을 한정한 이유는 ․고등학교에 재학 

인 사람들은 미디어 활용의 목 이 교과학습 

심 혹은 오락 심으로 이루어지는 편향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20  

이상의 스마트기기 이용자로 설문조사의 상

을 한정하 다.

구성한 설문지는 총 257부를 배포하여 응답

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7부를 제외한 250부

를 상으로 분석을 수행하 다. 스마트기기 활

용, 미디어 리터러시 련 설문항목에 해서는 

리커트 5  척도를 용하 으며,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 25.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과 련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요인과 스마트 디바이드 요인 사이의 

상 계를 상 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용하여 분석하 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요인

들이 스마트 디바이드에 미치는 향을 실증하

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용하여 분석을 수

행하 다.

수집된 데이터의 내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측정한 결과, 사회경제

 특성을 제외한 총 10개 항목에 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852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의 내  일 성이 분석을 수행하기에 

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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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항목 설문문항 수

사회경제  특성

성별

5

연령

교육수

소득수

거주지역

미디어 리터러시

PC,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 재 사용하고 있는 는 미디어가 어느 정도로 

다양한지의 수

5

미디어 기기를 이용해서 주로 활용하는 콘텐츠의 형태가 어느 정도 다양한지의 

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의 신뢰성 혹은 가치를 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의 수

미디어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정보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수

스마트기기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어느 정도로 능숙하게 활용하는지의 

수

스마트 디바이드

정보활동을 수행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기기의 보유 수

5

스마트기기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어 리 이션의 수

정보의 활용을 해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경우, 이들 기기나 미디어에 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근성 확보 정도

정보의 활용 이외에, 커뮤니 이션, 소셜 네트워크, 사회활동에의 참여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계를 형성하는 정도

스마트기기의 이용이 사회 , 경제 , 정보 , 문화  활동의 범 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

<표 1> 설문항목 구성

4. 분석 결과

4.1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 디바이드의 형성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우선 설문 응

답자의 사회경제  특성을 분석하 다. 분석 결

과, 체 응답자(N=250) 가운데 남성은 125명

(50.0%), 여성은 125명(50.0%)으로 나타났으

며, 경제  수 과 련해서는 체 응답자가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은 20

에서 50 까지 다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학력수 과 련해서는 4년제 

학 졸업자가 총 151명(60.4%)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거주지역은 특별시 

 역시 등 도시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N=175, 70.0%)(<표 2> 참조).

4.2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기기 이용 

사이의 상관관계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다양한 사회 , 정보 , 

문화 , 경제  활동을 수행하기 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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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빈도(N) 비율(%)

성별

남성 125 50.00

여성 125 50.00

총계 250 100.0

연령

20세~29세 40 16.0

30세~39세 81 32.4

40세~49세 75 30.0

50세~59세 40 16.0

60세 이상 14 5.6

총계 250 100.0

학력수

고등학교 졸업 37 14.8

문 학 졸업 34 13.6

학 재학 13 5.2

학 졸업 151 60.4

석사학 12 4.8

박사학  이상 3 1.2

총계 250 100.0

가계수입

2,000만원 미만 25 10.0

2,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67 26.8

4,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55 22.0

6,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61 24.4

8,000만원 이상 42 16.8

총계 250 100.0

거주지역

도시 거주 175 70.0

소도시 거주 60 24.0

군․읍․면 단  거주 15 6.0

총계 250 100.0

<표 2> 설문 응답자의 사회경제  특성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디어 활용능력과 

스마트기기의 활용 사이에는 상 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 

디바이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

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기기의 활용 사이에 어

떠한 상 계가 있는지를 상 분석을 통해 분

석하 다(<표 3> 참조).

분석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 요인들과 스마

트 디바이드 형성 요인 사이에는 모두 유의미

한 상 계가 나타났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

시의 모든 요인들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상 으로 높은 상 계

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다양한 기능이 

복합 으로 제공되는 스마트기기는 정보를 입

수하고 활용하는 정보  활동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사회  참

여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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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

미디어 

다양성

정보의 

가치평가

콘텐츠 

생산능력

콘텐츠 

다양성

미디어 기기

능숙도

스마트기기 

근성

Pearson 상 .623** .434** .283** .341** .475**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N 250 250 250 250 250

사회  네트워크

형성

Pearson 상 .444** .465** .496** .441** .400**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N 250 250 250 250 250

활동 범  

확장

Pearson 상 .421** .383** .289** .386** .378**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N 250 250 250 250 250

스마트기기 

보유

Pearson 상 .330** .330** .272** .365** .307**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N 250 250 250 250 250

어 리 이션

활용 정도

Pearson 상 .296** .252** .187** .371** .268**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3 .000 .000

N 250 250 250 250 250

** p<.01

<표 3>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기기 활용 요인 사이의 상 계 분석

리터러시에서의 격차가 결국은 사람들의 사회

 활동에서의 격차와도 연 이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스마트기기에서 활용하는 어 리 이

션의 수는 미디어 리터러시 요인들과 상 으

로 낮은 상 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디

어 리터러시가 스마트기기에서 제공하는 기능

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기능을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스마트기

기에 한 물리  근성은 사용하는 미디어의 

다양성과 매우 높은 상 계(r=.623, p<.01)

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와 이들 각각에 최 화된 미디어를 활용

하는 집단에서는 필요한 미디어 기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필요한 미디어에 근해

서 활용할 수 있는 근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스마

트기기의 보유나 스마트기기의 기능을 폭넓게 

활용하는 기존의 양 , 질  정보격차와도 연

되어 있지만,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사회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격차와 보다 

하게 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회  네트워크 구축은 사회  활동으로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고 활

용할 수 있는 경로가 되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

러시가 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가 되는 

것은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기기 활용

을 매개로 한 새로운 유형의 정보격차와도 연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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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기기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정보가 폭증하는 재

의 정보환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개인의 미

디어 활용 능력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미디어 활용 능력은 정보 입수  활용

에서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사회

인 격차의 문제로까지 확 될 수 있다. 특히 

재와 같은 스마트 정보환경에서는 이러한 격

차의 발생에 스마트기기의 이용이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정도가 스마트 디바

이드의 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

4.3.1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기기의 

근성

정보기기를 보유한 사람과 그 지 않은 사람 

사이의 양 인 정보격차는 스마트기기의 범

한 보 과 함께 해소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왔다. 스마트기기의 보유는 스마트기

기의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기본 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스마트기

기를 제 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분 

스마트기기는 보유하고 있다. 반면 스마트기기

의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많

은 미디어 기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스마

트 디바이드를 유발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의 미디

어 리터러시가 미디어 보유  근성 확보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표 4> 

참조).

분석 결과,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한 경험은 

스마트기기의 보유나 스마트기기에 한 근성 

확보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r=.000, 

p<.01), 미디어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 

역시 스마트기기의 보유와 근성 확보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005, 

p<.01). 이러한 기기 심의 측면 이외에도, 미

디어를 통해 입수한 정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스마트기기의 보유와 근성 

확보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r=.026, p<.05).

반면 새로운 콘텐츠의 생산 능력이나 활용하

는 콘텐츠 형식의 다양성은 스마트기기의 보유

계수a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화 오류 베타

1

(상수)  .999 .251  3.980 .000

미디어 다양성  .533 .069  .498  7.757 .000

정보의 가치 평가  .176 .078  .147  2.247 .026

콘텐츠 생산능력 -.096 .065 -.094 -1.464 .144

콘텐츠 다양성 -.022 .061 -.023  -.369 .712

기기 능숙도  .194 .068  .181  2.836 .005

a. 종속변수: 스마트기기 근성

<표 4>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기기 근성 사이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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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성 확보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기기의 활용이 정

보를 입수하고 활용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으

며, 새로운 정보나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은 스

마트기기로 인한 격차 발생에는 큰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2 미디어 리터러시와 사회  네트워크 

형성

스마트기기는 정보에 한 근, 정보 커뮤니

이션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정보 , 사회  활동을 수

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따

라서 재 스마트기기는 사회  네트워크를 구

축하거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한 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은 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입수하

여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넓은 범 에

서 정보 , 경제 ,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마

트기기의 활용은 사람들의 사회  네트워크 형

성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미디어 리터

러시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

(<표 5> 참조).

분석 결과, 미디어 기기 이용의 능숙도를 제

외한 모든 미디어 리터러시 요인들은 사람들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사회  계를 형성하

고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경

험(r=.027, p<.05) 이외에도, 미디어를 통해 입

수한 정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질 인 측

면(r=.035, p<.05)과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r=.000, p<.01) 역시 사람들의 사

회  네트워크 형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사람들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사회  계를 형성하는 것은 사회활

동에의 참여 등과 같은 통 인 사회  네트

워크뿐만 아니라 정보를 목 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까지 그 용 범 가 확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보다 편

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산하

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경

로이며,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 , 사

회 으로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수a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화 오류 베타

1

(상수) .241 .283  .852 .395

미디어 다양성 .172 .077 .153 2.224 .027

정보의 가치 평가 .188 .088 .149 2.126 .035

콘텐츠 생산능력 .261 .074 .242 3.538 .000

콘텐츠 다양성 .144 .068 .142 2.108 .036

기기 능숙도 .068 .077 .060  .888 .376

a. 종속변수: 사회  네트워크 형성

<표 5> 미디어 리터러시와 사회  네트워크 형성 사이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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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스마트기기 활용능력이 낮은 집단에서

는 정보 , 사회  네트워크의 구축  커뮤니

티의 공공의 이익을 리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사회  네트워크 구축에서의 격차

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좁은 범 에서 발생

하는 오 라인 기반 정보격차와는 달리 온라인 

상의 넓은 범 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격차인 스마트 디바이드를 유발하는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3.3 미디어 리터러시와 활동 범  확장

재의 정보환경에서 미디어의 활용은 사람

들이 다양한 활동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 사회  활

동의 범 를 확장시켜 주는데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정보 , 사회  활동으로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회  지 , 경제

 수  등에서의 격차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의 범 를 확장하는데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표 6> 참조).

분석 결과, 사용하는 미디어의 다양성(r=.006, 

p<.01)과 콘텐츠 형식의 다양성(r=.021, p<.05)

은 사람들의 사회 , 정보  활동 범 를 확장

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하는 미디어 혹은 정보기기가 다

양한 것은 각각의 미디어가 특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며, 한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는 콘텐츠를 

보다 한 방식으로 입수하고 활용할 수 있

는 기회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사용

하는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은 필요한 정

보를 보다 효율 으로 입수하고 활용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이것이 결국은 사회 , 

정보  활동의 범 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

(r=.032, p<.05)은 입수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

인하고 이를 보다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정보활동을 보다 폭넓게 수행

하는데 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용하는 미디어의 다양

성, 콘텐츠 형태의 다양성, 정보의 가치를 평가

계수a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화 오류 베타

1

(상수) 1.949 .249 7.825 .000

미디어 다양성  .189 .068  .204 2.777 .006

정보의 가치 평가  .168 .078  .162 2.157 .032

콘텐츠 생산능력 -.028 .065 -.032 -.432 .666

콘텐츠 다양성  .140 .060  .167 2.319 .021

기기 능숙도  .104 .068  .112 1.532 .127

a. 종속변수: 활동 범  확장

<표 6> 미디어 리터러시와 활동 범  확장 사이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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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능력 등은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의 범

를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보 , 사회  활동을 

수행하는 범 에 상 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3.4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기기 보유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

과 련된 측면이지만, 이는 미디어의 보유 혹

은 미디어에 한 근성의 확보가 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디어 기기를 보유하는 것이 미

디어 리터러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

지만, 다양한 미디어를 보유하는 것이 미디어 

활용능력을 갖출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복합 미디어로서의 스마트기

기의 활용은 사람들의 사회 , 교육 , 경제  

수 과도 하게 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스

마트기기의 보유는 미디어 리터러시뿐만 아니

라 스마트 디바이드에서도 요한 의미를 지니

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기기 보유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으

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디어 리터러

시 요인 가운데 콘텐츠의 다양성만이 스마트기

기의 보유 수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r=.006, p<.01). 재 다양한 형태

의 콘텐츠가 범 하게 생산  활용되고 있

으며, 각각의 미디어 기기는 특정 유형의 콘텐

츠를 활용하는데 최 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

다. 따라서 사람들이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보다 효율 으로 입수하고 활용하기 해서는 

여러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며, 이

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보하는데도 향을 미

칠 수 있다. 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높을

수록 여러 가지 형태의 콘텐츠를 활용하게 되

며, 이를 지원하기 해 다양한 기기를 보유하

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정보의 내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이나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능력 등 미디어의 

내 , 질 인 측면은 스마트기기의 보유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결국 스마트

기기의 보유는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하는 양

인 정보격차와 련된 것이며, 정보가 지닌 지

인 측면의 활용에 해서는 스마트기기의 보

유보다는 스마트기기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보다 하게 연 된 것으로 분석되었

계수a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화 오류 베타

1

(상수) 1.099 .316 3.480 .001

미디어 다양성  .129 .087 .114 1.491 .137

정보의 가치 평가  .176 .099 .139 1.781 .076

콘텐츠 생산능력  .006 .082 .005  .072 .943

콘텐츠 다양성  .210 .076 .207 2.756 .006

기기 능숙도  .074 .086 .065  .856 .393

a. 종속변수: 스마트기기 보유

<표 7>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기기 보유 사이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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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미디어의 범 한 보   스마트기기

의 보편화는 양 인 정보격차보다는 진화한 정

보격차로서의 스마트 디바이드를 유발하는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3.5 미디어 리터러시와 어 리 이션 이용

재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정보활동은 부

분 스마트기기에 설치되는 어 리 이션을 통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재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스마트기기에 설치된 어 리 이션

의 활용 정도와 하게 연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미디어 리터러시 요인이 스마트

기기의 어 리 이션 이용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 다(<표 8> 참조).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활용은 스마트기기에서 사용하는 어

리 이션의 수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r=.000, p<.01). 어 리 이션은 

인터넷 뱅킹,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 참여, 공

유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 최 화된 정보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다

양한 형태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각각의 정보 유형에 최 화된 어 리 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기기의 기능을 충분

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미디어 리터러시의 부분의 요인들은 

사용하는 어 리 이션의 수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스마트기기의 어 리 이션은 정보의 입수와 

활용 측면에 보다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보면, 스마트기

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회 , 정보  활동을 

수행하기 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

트기기의 활용은 사람들의 사회 , 정보  활

동에 있어서의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요인 가운데, 다

양한 미디어 기기를 사용한 경험과 미디어 기

기 사용의 능숙함, 정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

는 능력은 스마트 디바이드의 형성 요인 가운

데 스마트기기의 근성 확보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디어 리터리시를 형

성하는 부분의 요인들은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 사

회  네트워크 형성은 사람들 사이의 계 형

계수a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화 오류 베타

1

(상수)  .451 .456   .989 .324

미디어 다양성  .191 .125  .119  1.529 .127

정보의 가치 평가  .147 .143  .081  1.028 .305

콘텐츠 생산능력 -.127 .119 -.083 -1.071 .285

콘텐츠 다양성  .425 .110  .293  3.856 .000

기기 능숙도  .073 .124  .045   .589 .557

a. 종속변수: 어 리 이션 활용 정도

<표 8> 미디어 리터러시와 어 리 이션 이용 사이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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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

가 교류되고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

시는 정보의 활용 이외에도 사람들의 사회  

계 형성에까지 향을 미침으로써 사람들의 

정보 , 사회  커뮤니 이션을 진하는 기제

로 작용하고 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보다 

효율 으로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넓은 범 에서 사회  네트워크가 구축되

는 상황을 고려하면,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기기를 통한 사회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보다 많은 정보 , 사회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사용한 경험

과 스마트기기를 통해 이용하는 콘텐츠 형식의 

다양성은 사람들의 정보 , 사회  활동의 범

를 확장하는데 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마

트기기를 통해 입수한 정보의 가치 평가 능력

에도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스마

트기기의 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미디어 리터러시와 연계된 스마트기기의 활용

이라는 지 인 측면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따

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보한 사람들과 그

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스마트기기의 활용이

라는 측면에서 보다 심화된 지  격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스마트 디바이드를 유발하

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스마트기기의 보유와 근성, 어 리

이션 활용은 미디어 리터러시 요인 가운데 콘텐

츠 유형의 다양성으로부터만 향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기의 보

유라는 양  정보격차가 아닌 정보의 가치를 평

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양 , 질  정보격차가 아닌 지

 격차로서의 스마트 디바이드를 형성하는 하

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컨버 스 환경에서의 필수

불가결한 도구로 사용되는 스마트기기는 미디

어 리터러시와 하게 연 되어 있으며, 미

디어 리터러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스마트 

디바이드는 이 까지의 정보격차와는 다른 양

상으로 개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 디바이

드라는 보다 심화되고 다변화하는 사회  문제

를 해결하고 사람들 사이의 정보 , 사회  불

평등을 해소하기 해서는 스마트 디바이드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한 심도 깊은 분석이 선

행되어야 한다. 한 스마트 디바이드의 형성

에 큰 향을 미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보할 수 있는 개인 , 사회  차원에서의 방

안 마련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시 이다.

5. 결 론

정보기술의 속한 진화  스마트기기의 

범 한 보 으로 인해, 기존의 양  정보격차

와 질  정보격차는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복합 인 미디어 기기로서의 스

마트기기를 활용하기 해서는 일정 수  이상

의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스마트

기기의 기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사람들 사이

에 새로운 유형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보다 세분화되고 다면화하는 정보격차인 스마

트 디바이드라는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통 인 양  정보격차나 질  정보격차에

서는 미디어 기기의 소유와 근을 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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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요인들이 심이 되었지만, 스마트 디

바이드에서는 스마트기기의 보유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

는지가 보다 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요인들이 스마

트 디바이드의 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를 실증 으로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 디바

이드 사이에는 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기기를 

통해 입수한 정보의 내 인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다양한 활동에 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따라서 미디어 기기의 활용을 기반으로 한 지

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 디바이드

는 스마트기기의 활용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다변화된 정보  격차이며, 이는 사람들의 사

회 , 경제  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

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 디바이드는 정보

의 지 인 활용이라는 공통된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도는 스마트 디

바이드를 유발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

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들은 스마트기

기의 기능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정보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 에서 다양한 사회  활동을 수행할 수 있

고, 이것이 정보를 활용하는 범 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미디어 리터러시는 스마

트기기를 통해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 

사이의 계 형성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가 교류되고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

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리

터러시는 정보의 활용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

의 정보 , 사회  커뮤니 이션에 기반한 사

회  계 형성에도 향을 미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보한 사람들은 보다 많은 정보 , 

사회  이익을 창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 , 사회

으로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지만, 미디

어 리터러시를 확보한 사람들과 그 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스마트기기의 활용으로 인한 

보다 심화된 격차와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스마트기기의 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며, 미디어 리터러시와 연계된 스마트

기기의 활용이라는 지 인 측면에 기인하는 것

이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기의 보유

와 같은 양 인 정보격차가 아닌 정보의 지 , 

내재  측면과 련된 스마트 디바이드를 유발

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 디바이드는 정보에 한 이해  이를 

통한 가치의 창출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격

차이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보한 사람

들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정보활동이나 사회

 네트워크의 구축 등에서의 참여 기회를 보다 

많이 릴 수 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가 확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상 으로 정보 , 사회  

불이익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재의 스마트기기 심의 정보환경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스마트기기를 통해 근, 입수, 

활용되고 있으며, 이제 스마트기기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정보 , 사회  도구

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기기 활용

의 이면에는 우리가 활용하는 모든 정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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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한 이해가 필수

인 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갖추

는 것과 직결된 미디어 리터러시의 확보에서는 

개인 , 사회 으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

는 단순히 정보 인 차원에서의 격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가치를 단하고 이를 통

해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교환할 수 있는 사

회 , 경제  격차인 스마트 디바이드로 이어

지게 된다.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 기반의 미디어 리터러

시가 새로운 사회  상으로서의 스마트 디바

이드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고찰하 으

나, 스마트기기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한 보다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기기 심의 정보환경에서의 

정보 , 사회  격차를 발생시키는 다변화하는 

요인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

에서는 기기의 보유와 같은 양 인 측면에서의 

격차가 아니라, 정보의 가치를 단하고 이것

을 우리의 다양한 활동에 연결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 정보활용능력 교육이나 스마트기기의 보

과 같은 양 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우리가 필

요로 하는 정보의 내재  가치를 단할 수 있

는 지  능력의 함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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