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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화와 일상생활만족도의 관계: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 효과 분석*

김 반 야** · 권 종 실***

본 연구는 디지털정보화의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 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디지털정보화는 일상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디지털정보화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디지털정보화의 하위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디지털정보화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디지털정보화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덧붙여 이 
연구는 디지털정보화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3차 정보격차의 선행요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주제어：디지털정보화, 일상생활만족, 삶의 질, 디지털기기, 정보격차, 3차 정보격차

요 약

The Mediating Effect of the Outcome of Digital Device Use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 Life Satisfaction*

Kim, Ban-Ya**·Kwon, Jong-Si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digital informatization (i.e. access, skill, 
utilization) on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on effects of the outcome of digital device use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are also tested. The ‘2020 Survey on the Digital Divide' conduct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was referenc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findings show that in general, digital 
informatization contributes to improving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outcome of digital device use mediate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However, the magnitudes of the effects of 
digital informatization and mediation effects differed according to the types of digital informatization. This study 
supports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for a digital informatization policy and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that helps 
establish and promote digital informatization policies. In addition, this study helps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of 
the third-level digital divide information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and the 
outcome of digital devic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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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정보화의 어떤 특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상을 개

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과 검토

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탐색과 검토는 이미 실행된 정

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

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논의, 특히 국내 연구는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선행연구들이 디지털정

보화와 일상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디지털정보화

의 일부 영역만을 검토하거나 취약계층과 같은 제한된 

집단만을 연구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예: Kim & Lee, 

2019; Lifshitz, et al., 2018; Moon, et al., 2021; 

Hwang, 2019; Hwang & Hwang, 2017; Yeon & 

Choi, 2019; Yoon, et al., 2020) 디지털정보화가 일

상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기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정

보화의 여러 차원들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

보고 이들이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정보화 정책을 효과

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고 디지털정보화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하

고자 한다. 더불어 정보격차의 현황과 배경에 대한 이해

도를 높여 향후 정보격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디지털정보화와 일상생활만족도

디지털정보화란 유무선 정보기기 및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이용 능력을 갖추고 일상의 영역에서 이

들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0)은 디지

털정보화를 접근(Access), 역량(Skill), 활용(Utilization) 

세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들의 수준을 측정해 가중

합계를 통해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제시하였다. 

접근이란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기

I. 서론

디지털기기와 인터넷 이용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

은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량으로 평가된다

(UNESCO, 2013).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

해지면서 인터넷 이용을 통해 얻는 성과들은 온라인에

만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확장되는데 이는 온라인

에서의 격차가 일상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

다(Gómez, 2020; Helsper, 2012; Robinson, et al., 

2015). 특히 코로나 19 등장 이후, 생필품 구매, 노동, 

학습, 건강관리 등 다양한 일상의 활동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디지털기기와 인터넷의 보유 및 활용 여

부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

았다(Bae & Shin, 2020).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현상에 주

목하며 국민들이 디지털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디지털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이

와 같은 맥락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전략

위원회(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8)는 ‘디지

털 포용(Digital Inclusion)’을 국가정보화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디지털 포용’이란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

제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일상의 삶의 질을 향상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0, 8쪽).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평

등하게 디지털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활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즉 디지

털정보화 정책들을 포함한다.

‘디지털 포용’이 성공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디

지털 포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및 과정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다. 세부적인 디지털정보화 정책의 방

향을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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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고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격차의 논점

은 접근과 접근 불가 또는 이용과 비이용이라는 이분법

적인 관점을 넘어 정보통신기기 및 인터넷 이용 능력, 이

용 방식 등에서의 차이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

신기기 보유, 인터넷 접속 가능 환경 등 물리적인 차원

에서 격차를 1차 정보격차(First-level Digital Divide), 

인터넷 이용 능력 및 이용 방식 등과 같은 질적인 차

원에서의 격차를 2차 정보격차(Second-level Digital  

Divide)로 구분했다(Eynon, et al., 2018; Helsper,  

et al., 2015; van Dijk, 2020). 요약하면, 디지털정보화

의 접근 수준의 차이는 1차 정보 격차, 디지털정보화의 

역량과 활용 수준의 차이는 2차 정보격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점차 많은 일상의 활동들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면

서 디지털정보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학

술적 관심이 지속되어왔다. Lissitsa and Chachashvili 

-Bolotin(2016)은 10여년에 걸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을 일상생활에 도입하고 디지털기기 및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했

음을 밝혔다. 더불어, 인터넷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은 

고령자 및 경제적 또는 신체적 어려움 때문에 일상생활

에 지장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예상했다. 실제 중고령층을 대상

으로 인터넷 이용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

과,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잘 활용할수록 삶의 만족도

가 높게 나타났다(Hwang & Hwang, 2017; Lifshitz, 

et al., 2018; Yoon, et al., 2020). 한국 이주 여성들에

게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디지털

기기 활용을 잘 할수록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

했다(Kim & Lee, 2019). 게다가 디지털정보화는 장애

인들의 삶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을 잘 활

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고(Hwang, 2019) PC 및 모바일 디지털기

기 이용능력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 만족도가 증가했

다(Yeon & Choi, 2019).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

해 디지털정보화와 삶의 만족도는 정적 관계에 있음을 

기를 이용할 수 있고 제약 없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

는 물리적인 조건을 의미한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0).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고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

거나 취약계층에게 스마트기기 및 통신료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 포용’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계획은 접근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0). 

하지만 높은 접근 수준이 자유로운 디지털 서비스 이

용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기기를 다룰 수 있

는 방법을 이해하고 실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역량이 필요하다. 역량은 인터넷 이용 및 디지털 서비스

를 이용하기 위하여 유무선 정보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0)은 역량을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기본 이용 능력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활용은 정보기기 및 인터넷을 양적, 질적

으로 잘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0). 서로 다른 기능을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하거나 정보생산 및 공

유, 네트워킹, 사회참여, 경제활동 등 구체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등이 활용에 포함된

다. 즉, 역량이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기계적 차원의 기

술이라면 활용은 그것을 개인의 필요와 목적에 맞게 적

용하여 정보기기 및 인터넷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접근, 역량, 활용의 개념을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2조에 따르면,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

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

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

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뜻한다. 초기에는 정보통신

기술, 대표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접근 유무 또는 인터넷

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과 불가능한 사람들 간의 

차이를 지칭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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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기 이용성과는 일상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성과를 경제, 대인관계, 정치적 활동, 정부 및 공공

기관 이용, 교육 영역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인터넷 이용

성과들을 제시했다(van Deursen & Helsper, 2015). 

각 영역별 구체적인 성과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이용을 

통해 물건을 좀 더 싸게 구입하거나, 지인들과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적절한 강의를 들으며 교육 기회를 얻는 것 등이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얻거

나 더 나은 조건의 고용 형태로 전환한 것을 인터넷 이

용성과로 제시하기도 했다(Eynon, et al., 2018).

개인 혹은 집단에 따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양적 

또는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이를 3차 정보격차

(Third-level Digital Divide)라고 한다(Eynon, et al., 

2018; Helsper, et al., 2015; van Dijk, 2020; van 

Deursen & Helsper, 2015). 인터넷 이용을 통해 얻는 

결과 및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집단이 발생하고 사회

적 불평등 문제 논의로 이어지면서 연구자들은 이와 같

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불균형을 정보격차 대상에 

포함하고 3차 정보격차로 정의했다.  

  

2) 디지털정보화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관계
디지털기술 활용 과정(van Dijk, 2020)을 통해 디지

털정보화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디지털기술 활용 과정 및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디지털기

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경우 해당 기술을 이

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 디지털기술 이

용 기회가 많아지면, 디지털기술 이용 빈도 및 이용량 

역시 증가하고 이는 디지털기술 이용 능력 향상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 이

용 능력을 갖춘 이용자들이 더 자주, 더 많은 디지털기

술을 이용하면서 디지털기술 활용 역량과 기술 활용에 

따른 혜택들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요약하면, 

디지털정보화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은 디지털기기 이용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상의 선행연구들만으로 디지털정보화가 삶

의 만족도 증가에 기여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이들 대

부분은 디지털정보화의 일부 차원, 접근, 역량, 또는 활

용 중 일부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 생

활에서 디지털기기를 보유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

양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함께 이루어진다. 즉, 디

지털정보화의 접근, 역량, 활용이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복합적인 효과를 발생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디지털정보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현실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접근, 역량, 

활용의 상호영향력을 감안하여 이들을 동시에 함께 살

펴 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정보화 관련 정책 계획 및 실

행을 위한 보다 실용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보다 현실성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정보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을 살펴보는데 있어 연구대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정보화와 일상의 삶의 관

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들이 중고령자, 결혼이민자, 장애

인 등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

반화하기 어렵다. 디지털정보화의 효과를 면밀하게 검

토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들이 살펴본 정보취약 계층 

외에도 디지털정보화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2.   디지털정보화와 일상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디지털

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 

1)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outcome of digital device 

use)란 디지털기기를 이용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실질

적인 성과를 의미하는데, 특히 인터넷 이용을 통해 얻게 

되는 다양한 긍정적 결과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

향이 있다(Helsper, et al., 2015). 

학습, 대인 교류, 여가 등 우리사회 대부분의 생활에

서 수많은 활동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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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탐

색은 3차 정보격차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3)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와 일상생활만족도의 관계
디지털 환경에서 얻은 다양한 유, 무형의 자본과 오

프라인에서의 사회자본은 상호연계하며 양자간의 구

분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Goméz, 2020; Helsper, 

2012; Robinson, et al., 2015). 이는 곧 개인의 디지

털기기 이용성과가 개인의 매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와 일상과의 관계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며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

고 있다. 코로나19 등장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면

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일상생

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과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Choi, 

2020). 더 나아가 디지털기기 및 인터넷을 활용하여 비

대면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삶의 질, 생존을 

위협받는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Kim & Hwang, 

2021). 이처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는 생활의 편의 및 

안정적인 생활을 저해하고 따라서 일상생활만족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 가능하다. 

디지털 포용, 각종 정보격차 해소 등 디지털정보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디지털정보

화를 통해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효과로 인해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실증적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막연하

게 받아들여진 경향이 있다. 디지털정보화가 어떤 과정

을 통해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정보격차 해소 정책들

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정책의 실행의 효과

를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정보화, 디지털기기 이용성

과, 일상의 관계를 경험적 지식이나 상식을 근거로 짐작

하기 보다는 자료를 활용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접근, 이용, 활용 차원의 디

지털정보화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높이는데 효과가 

성과에 선행하고 따라서 디지털정보화 접근, 역량, 활용

의 수준에 따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달라질 것이라 

예상 가능하다. 

1, 2, 3차 정보격차 간 관계를 통해서도 디지털 정보

화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1, 2, 3차 정보격차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데(Helsper,  

2012; Gómez, 2020; van Dijk, 2020; Witte & 

Mannon, 2009), 1차, 2차 정보격차는 3차 정보격차에 

앞서 발생하고 1, 2차 정보격차가 발생할 경우 3차 정

보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는 곧 접근의 차

이, 역량과 활용의 차이가 이용성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1, 2차 정보격차가 각각 3차 정보격차에 구체

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

하기 어렵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1, 2차 정보격차가 3

차 정보격차 보다 선행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1, 

2차 정보격차가 각각 혹은 동시에 3차 정보격차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특히 경험적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디지털정보화의 접근, 

역량, 활용 각 차원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부족하다. 

하지만 접근, 역량, 활용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미치는 효과 검증은 디지털정보화정책의 수립 및 실행

을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디지털정보화 정책을 성공적

으로 추진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정보

화의 각 차원들 즉 접근, 역량, 활용이 디지털기기 이용

성과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뿐만 아니라 접근, 역량, 활용이 디지털기기 이

용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해는 3차 정보격차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디

지털기기 이용성과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개인 및 

집단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차이가 사회의 불평등과 밀

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Lupac, 2018; 

Robinson, et al., 2015),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차

이, 즉 3차 정보격차의 발생 원인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접근, 역량,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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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는 전국 규모 조사로, 2002년부터 매년 일반

국민 및 디지털 소외 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을 대상으로 디지털기술의 접근 및 활용 실태에 대해 설

문조사하고 있다. ‘2020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는 

디지털 기기 보유 및 이용에 대한 질문 , 일상생활과 관

련된 질문 등을 포함하고 있어 디지털정보화, 디지털

기기 이용성과, 일상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2020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중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분석했다. 일반국민의 

경우, 광역지자체별 층화확률비례 추출 방법을 활용하

여 표본을 추출했다. 조사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대인 면

접 방법을 사용했다. 본 연구는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가 대상으로 한 7,000명의 일반국민 중 집단

의 대표성을 띈다고 보기 어려운 극소수의 연령 집단을 

제거하고 목록별 결측치 제거방식을 사용하여 6,345명

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모형 및 분석 방법  

앞서 연구가설을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일

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의 접근, 역량, 활용과 일상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

있음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

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디지털정보화의 접근, 역량, 활

용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변

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연구가설 1: 디지털정보화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은 

일상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디지털정보화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매개하여 일상생활 만족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를 분석자

료로 사용하였다.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한국정

보화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정보격

차 해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성과의 점검을 위해 시

Control variables: income, gender, age, education

Mediation Variable
Outcome of

digital device use

Dependent Variables

Life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s

Digital Informatization
1. Access
2. Skill
3. Utilization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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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디지털정보화 역량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을 다음과 같은 설문문항들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모바일 및 PC 이

용 능력에 관련된 것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 삭제, 업데이트 할 수 있다’, ‘모바일기기에 있는 

파일을 컴퓨터로 옮길 수 있다‘ 등과 같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1’ 부터 ‘매우 그렇다=4’ 척도로 측정하

였고 총 14개 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Cronbach 

α=.95).

3) 디지털정보화 활용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인

터넷 서비스 이용정도와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심화 활

동 정도를 통해 측정했다. 인터넷 서비스는 검색 및 이

메일 콘텐츠 서비스,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서비스, 생

활서비스를 포함한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심화 활동

은 정보생산 및 공유, 네트워킹, 사회참여, 경제활동으

로 구성되어있다. 인터넷 서비스와 디지털기기를 이용

한 심화 활동의 구체적인 예시문항들을 총 25개 제시하

고 각 문항별로 PC 이용과 모바일 기기 이용을 모두 측

정했다(Cronbach α=.97).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전혀 

이용 안 한다 =1’부터, ‘자주 이용한다=4’, 디지털기기

를 이용한 심화 활동의 경우 ‘전혀 없다 =1’부터, ‘자주 

있다=4’ 의 4점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했고 이들의 평균

값을 이용했다.

4)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기기 

이용을 통해 얻은 성과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이용하였다.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총 7문항이다(‘여가 활동의 기회가 많아져 

즐거워졌다, 뉴스나 새로운 소식을 더 빨리 알게 되었

다’, ‘더 많은 정보나 지식을 얻게 되었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다’, ‘새로운 사람

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이들의 빈

도를 비롯한 기술통계량을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변인

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

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셋째, 일반국민

의 디지털기기 접근 수준 및 디지털기기 이용 역량, 디

지털기기 활용과 일상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디지

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모형 검증절차에 따라 분석

하고 검증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

인과 매개변인의 회귀를 추정한다. 그 다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회귀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에 

매개변인을 추가하여 종속변인과의 회귀를 추정한다. 

이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면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고 검증한다. 그러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관계가 작아지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

하면 부분 매개 효과가 있다고 검증한다.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모형 검증절차 이후 sobel test를 

실시하여 간접효과를 통해 매개효과 여부를 판단했다

(Sobel, 1982). 본 연구는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주요 변인 측정

1) 디지털정보화 접근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은 이용가능 한 컴퓨터(데스

크톱, 노트북), 모바일 기기(휴대폰, 스마트패드), 가구 

내 인터넷 이용 가능 여부를 통해 측정했다. 각 기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가구 내 인터넷 상시 이용이 가능한 경

우에는 1, 기기를 보유하지 않거나 인터넷 상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0으로 코딩하여 총 다섯 개 문항을 합산

하였다. 제시된 기기 및 인터넷을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0 점, 제시된 기기와 인터넷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 5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접근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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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Yoon, et al., 2021).

성별은 남성을 기준으로 남성을 0, 여성을 1로 더미

화 처리하여 분석에 투입했다. 연령의 경우, 응답자들이 

보고한 만 나이를 그대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소득수준

은 가정의 월별 소득수준을 월 100이상 199만원 미만, 

월 200이상 299만원 미만, 월 300이상 399만원 미만, 

월 400이상 499만원 미만, 월 400이상 599만원 미만, 

월 600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고등학교 중퇴 포함), 

고등학교 졸업(대학교 중퇴 포함),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이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기술통계의 결과는 <표 1>

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10

대부터 80대 이상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50대

(1,212명, 19.%)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별은 남자 

50.9%(3,230명), 여자 49.0%(3,115명)의 비율로 거

의 차이가 없었으며. 가구소득의 경우 300~399만원 

1,656명(26.1%)이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중

퇴 포함 고졸이상 2,979명(46.9%)이 가장 많았다. 

2. 주요 변인 특성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인은 디지털정보화의 접

근, 역량, 활용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그리고 일상생활

만족도이다. 이들 변인에 대한 응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살펴보았으며 

연구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인

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각 변인의 왜

도와 첨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변인들이 왜도(Skewness)의 절댓값이 3보다 작고 첨도

(Kurtosis)의 절댓값이 8보다 작아 전체적으로 변인들

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알게 되는 기회가 많아졌다’, ‘원

격근무나 모바일 학습 등으로 인해 업무나 학업의 효율

성이 높아졌다’).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각각 ‘전혀 그

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이다. 위 

문항들에 대한 응답값의 평균을 사용했다(Cronbach  

α=.84). 

5) 일상생활만족도
일상생활만족도는 여가(취미) 및 문화생활, 경제적 

여건 등의 일상생활 부문별 만족도를 이용했다. “다음

은 일상생활 부문별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

서는 일상생활에서 아래의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여가(취미) 및 문화생활, 경제

적 여건(소득 및 자산), 사회활동(커뮤니티, 모임, 공동

체 참여 등), 대인관계(알던 사람과의 관계유지 및 새로

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가족관계, 내가 하는 일(학업이나 

업무활동 등), 신체 및 정신 건강, 정치 및 정부 활동(각

종 정책 등) 의 8개 부문을 제시했다. 조사참여자들은 

각 부문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부터 ‘매우 만

족한다=4’의 4점 척도를 통해 응답했고 이들 응답값의 

평균을 이용했다(Cronbach α=.75).

6) 통제변인 
통제변인은 성별,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으로 설

정하였다. 이들 변인들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및 일상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함으로써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디지털기기 이용성

과 및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이 높거나 소득

이 많을수록 인터넷 이용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얻는 

경향을 보였다(van Deursen & Helsper, 2015). 소득

수준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은 정적인 관계에 있고(Lee, 

2001)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일상생활에 대한 불만족

이 적었다(Boes & Winkelmann, 2010). 중고령자의 

경우, 연령과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 정도가 다르게 나

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인 경우 일상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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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6,345)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3,230 50.9

Female 3,115 49.1

Age range

in their 10s 772 12.2

in their 20s 995 15.7

in their 30s 1,029 16.2

in their 40s 1,181 18.6

in their 50s 1,212 19.1

in their 60s 831 13.1

in their 70s 276 4.3

in their 80s 49 0.8

Monthly house income 
(KRW)

less than 1 mil 52 0.8

1 to 1.99 mil 215 3.4

2 to 2.99 mil 634 10

3 to 3.99 mil 1,656 26.1

4 to 4.99 mil 1,623 25.6

5 to 5.99 mil 1,389 21.9

more than 6 mil 776 12.2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or under 300 4.3

Middle school graduate 773 12.2

High school graduate 2,979 46.9

College graduate or higher 2,293 36.1

Total 6,345 100

<표 2> 주요변인의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in Variables

M SD Min. Max. Skewness Kurtosis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 3.43 0.86 1 5 .24 -.51

Skills 2.89 0.72 1 5 -.49 -.47

Utilization 2.02 0.58 1 4 .37 -.59

Outcome of digital device use 3.05 0.44 1 4 -.67 .53

Life satisfaction 2.92 0.42 1 4 -.5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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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1), 활용(β = .12, p < .001) 모두 일상생활만족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접

근, 역량,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 역시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디지털

정보화 접근, 역량, 활용에 더해 매개변인인 디지털기

기 이용성과를 추가하여 투입하고 종속변인인 일상생

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디지털정보

화의 접근, 역량, 활용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모두 일

상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효과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접근:β = .03, p<.01, 역량:β = .12,  

p <. 001, 활용:β = .07, p < .001, 이용성과:β = .38,  

p < .001). 2단계와 3단계의 디지털정보화의 접근, 역

량, 활용의 회귀계수를 비교한 결과, 모든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회귀계수값이 감소하였다. 

디지털정보화 접근의 회귀계수는 .01, 역량의 계수는 

.14, 활용의 회귀계수는 .05 감소하였다. 따라서 디지

털정보화 역량, 활용과 일상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의 경우 24.98 

(p < .001),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의 경우 14.42 

(p < .001)로 나타났다. 이는 Baron and Kenny(1986)

가 제시한 기준인 –1.96과 +1.96(p < .05)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값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 정규분포 조건이 충족되어 변인의 측정가능성은 적

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Kline, 2015).

3.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

이 측정변인 간 상관은 .21~.66 (p < .01)으로 모두 유

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디지털정보화 접근, 역량, 활용수준과 일상생활만족

도의 관계에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접근, 역량, 활용과 일상생

활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

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

효과 3단계 절차를 이용했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

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디

지털정보화 접근, 역량, 활용이 매개변인인 디지털기

기 이용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그 결 

과, 접근(β = .02, p = .07)을 제외한 역량(β = .37,  

p < .001), 활용(β = .14, p < .001)이 디지털기기 이용성

과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2단

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디지털정보화 접근, 역량, 활용이 

종속변인인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는데 그 결과 접근(β = .04, p < .01), 역량(β = .26,  

<표 3>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Result

Access Skills Utilization Outcome of 
digital device use Life satisfaction

Access  1

Skills .44**  1

Utilization .38** .66**  1

Outcome of digital device use .27** .52** .44**  1

Life satisfaction .21** .37** .32** .48**             1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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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02

.37***

.14***

.04*(.03*)

.38***

.26***(.12***)

.12***(.07***)

Outcome of digital device use

Skill

Utilization

Life satisfaction

주1.   그림에서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회귀계수이다. 괄호 안에 제시된 값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통제한 후 구한 회귀계수이다.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ss, skills, util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the outcome of digital device use are presented. Th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between access, skills, util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controlling for the outcome are in parentheses.

주2. *p < .05,  **p < .01, ***p < .001

<그림 2> 디지털정보화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Fig. 2> The Effects of Digital Informatization on Life Satisfaction

<표 4> 디지털정보화 접근, 역량, 활용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4>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Life Satisfaction with Access, Skills, Utilization & Outcome of Digital Device Use

step Variable β t R² F

1

Control variable

Income    .01      .86

.28 367.39***

Gender    .01      .34

Age   -.07***  -5.6***

Education   -.01    -.66

Independent variable 

Access    .02    1.84

Skills    .37***  24.17***

Utilization    .14***    9.83***

2

Control variable

Income    .06***    4.62***

.15 163.02***

Gender   -.01    -.96

Age    .01      .49

Education   -.01    -.38

Independent variable

Access    .04*    3.13*

Skills    .26***  15.58***

Utilization    .12***    7.94***

3

Control variable

Income    .05***    4.61***

.25 269.35***

Gender   -.01  -1.15

Age    .04*    2.58*

Education   -.01    -.16

Independent variable

Access    .03*    2.65*

Skills    .12***    7.37***

Utilization    .07***    4.81***

Mediating variable Outcome    .38***  29.31***

**p < .05,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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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및 추진 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디

지털정보화의 접근, 역량, 활용을 함께 검토한 결과, 이

들의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어떤 정책을 강화 또는 우선 시 하는 것

이 좋을지 결정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정보화의 역량과 활용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증대하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접근의 경

우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디지털정보화 정책들이 국민들의 디지털기기 이

용능력을 키우고, 특히 디지털기기를 통해 다양한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더 많은 관

심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국민들의 디지

털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

음을 제안한다. 이는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이용능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선행 연구들과 일맥상

통한다(Blau, 2002; Epstein, et al., 2011). 

접근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기기 

개수의 합과 인터넷 이용 여부를 통해 접근 수준을 측정

했다. 따라서 접근이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접근성 유무에 따른 차이

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디지털기기 보유 갯

수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단순 비례하지 않음을 보

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 대부분이 인터넷 이용

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조사에서 제시된 모든 디지털기기를 보유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상시 인터넷을 이

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

들의 90.6%가 가구 내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90.1%는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었다. 디지털기기 보유 

갯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인터넷 활용을 위한 물리

적 환경으로 접근을 정의한다면, 분석대상자, 즉 대한

디지털정보화 역량과 디지털정보화 활용은 디지털기기 

이용성과를 매개로 일상생활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정보화가 일상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디지털정보화와 일상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정보화는 일상생활만족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정보화

는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증대를 통해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디지털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록 디지털기기 이용을 통해 많은 성과를 얻었다. 그리

고 디지털기기 이용성과가 많을수록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했다. 

선행 연구들이 디지털기기 사용 여부, 인터넷 활용과 

같은 디지털정보화의 일부 차원과 디지털기기 이용성

과, 일상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 본 것

과 달리, 본 연구는 디지털정보화 접근, 역량, 활용 전 

차원과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일상생활만족도를 함께 

검토했다. 이를 통해 접근, 역량, 활용의 상호영향력을 

고려한 상태에서 각각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혔다. 이는 막연하게 가정해

왔던 디지털정보화, 디지털기기 이용성과, 일상의 관계

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디지털정보화의 긍정적 효과

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통해 디지털정보화 추진 정책 및 디지털 

포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 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가 특정 정보격차 취약 계층 집단이 아닌 다수의 일

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정보화 정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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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sper, E. J., Van Deursen, A. J. A. M. & Eynon, R. (2015) 
Tangible Outcomes of Internet Use. From Digital 
Skills to Tangible Outcomes Project Report. www.

민국 일반국민들의 접근 수준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접근의 의미와 효과 그리

고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현재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현황을 반영한 접근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재고가 필요

해 보인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디지털기기를 보유하고 

상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보유와 

미보유, 접속 및 접속 불가와 같은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접근 수준의 질적인 차이가 반영된 접근 개념 및 정의를 

제안해 본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정보화의 접근, 역량, 활용과 디지털

기기 이용성과와의 관계를 탐색했다. 그 결과, 역량, 활

용이 디지털 이용성과를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역량, 활용 수준의 차이, 

즉 2차 정보격차가 3차 정보격차를 예측하는 결정요인

임을 확인했다. 본 연구가 3차 정보격차의 원인을 실증

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향후 3차 정보격차 관련 연구를 위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3차 정보격차 연구에 대한 관

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디지털 불평등과 

직결된 3차 정보격차의 결정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디

지털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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