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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기기 보유 여부에 따른 미디어 활용능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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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목적 및 방법
-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
‘정보격차(digital divide)’현상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
※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1995년 New York Times의 저널리스트 Gary Andrew Pole의 기사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컴퓨터, 네트워크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를 의미함(이승민, 2012)

- SNS나 N스크린 같은 서비스는 스마트 기기에서 주로 사용되므로 스마트 기기 소유에 따른

정보습득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음
※ 2012년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다이어리 분석결과, 하루 평균 SNS의 사용시간(사용자기준)은 스마트폰
3.8분, 일반 휴대폰 0.1분으로 조사됨

- 한편,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정보 활용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 환경에서의 미디어 정보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에 대한 접근성
(access) 유무에 따른 판단 방법과 함께 정보 미디어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즉 미디어

활용능력(media literacy)에 대한 부분이 함께 조망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기기 보유 여부에 따른 미디어 활용능력 현황을 분석하여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정보이용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 본 보고서는 전국 10,319명의 만 6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대표적인 개인용 스마트 기기인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중심
으로, 스마트 기기 접근성 판단을 위해 스마트 기기의 보유여부와 미디어 활용능력 분석을
위해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에서 사용한 미디어 활용능력 10개 항목을 측정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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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 접근성 현황
- 2012년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결과, 스마트 기기 보유자(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는 전체 응답자 10,319명 중 50.6%이며, 두 기기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49.4%임

그림 1] 스마트 기기 보유 현황

[

(전체 응답자 수: 10,319, 단위: %)

주: 스마트 기기 보유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중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성별 스마트 기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의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54%, 여성의 보유율은
46%이었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스마트 기기 보유율이 91.2%로 가장 높았고 30대(77.2%), 40대
(57.3%), 10대(49.2%)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50대의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29.2%, 60대 이상의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6.1%로 특히

고연령층에서 크게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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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별/연령대별 스마트 기기 보유 현황

[

(전체 응답자 수: 10,319, 단위: %)

-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 소득대별 스마트 기기 보유율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스마트 기기 보유율도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 100~200만원 미만의 소득층을 중심으로 100만원 이상 소득층의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57.3%

시작으로 완만하게 상승한 반면, 100만원 미만 소득층의 보유율은 30.6%로 급격히 떨어졌
으며 특히 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보유율은 16.6%로 매우 낮았음

그림 3] 개인 소득대별 스마트 기기 보유 현황

[

(전체 응답자 수: 5,155, 단위: %)

주: 개인소득의 전체 응답자 수는 무직자(5,164명)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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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 보유자의 미디어 활용능력
- 스마트 기기 접근성(보유 여부)에 따른 미디어 활용 역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에서 사용한 다음의 미디어 활용 능력 10개 항목을 사용하여 분석함
미디어 활용 능력
문자메지시 활용

①문자메시지 열람 가능 여부
②문자메시지 송신 가능 여부
③동영상 재생 가능 여부

동영상 및 인터넷 활용

④인터넷 주소 즐겨찾기 이용 가능 여부
⑤인터넷 주소창 이용 가능 여부
⑥정보검색 가능 여부
⑦이메일 열람 가능 여부

이메일 활용

⑧이메일 송신 가능 여부
⑨이메일 파일 첨부 가능 여부
⑩이메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 여부

- 스마트 기기 보유자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측정한 평균 91.6%, 비보유자는 45.2%로 스마트

기기 보유자가 비보유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미디어 활용능력 수준을 나타냈음
- 스마트 기기 비보유자의 가장 높은 미디어 활용능력인 문자메시지 열람(78.4%)은 스마트

기기 보유자가 가장 낮은 활용능력인 이메일 파일 첨부(84.1%)보다도 약 7%p 낮은 수준임
- 스마트 기기 보유자와 비보유자 모두 문자메시지를 열람할 수 있는 능력(보유자: 99.4%,

비보유자: 78.4%)이 가장 높았고, 문자메시지 송신, 인터넷 주소 즐겨찾기 이용, 정보검색,
인터넷 주소창 이용의 순이었음
- 스마트 기기 보유자와 비보유자의 미디어 활용능력 측정 항목의 순위는 정확하게 일치하여,

스마트 기기 보유자 비보유자 모두 측정된 미디어 활용능력 항목들에 대해 동일한 순서의
역량을 드러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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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마트 기기 보유 상황별 미디어 활용 능력

<

(전체 응답자 수: 10,319, 단위: %)

미디어 활용능력

스마트 기기 보유

스마트 기기 비보유

(n=5,224)

(n=5,095)

가능(%)
문자메지시 활용

동영상 및
인터넷 활용

이메일 활용

문자메시지 열람
문자메시지 송신
동영상 재생
인터넷 주소 즐겨찾기 이용
인터넷 주소창 이용
정보검색
이메일 열람
이메일 송신
이메일 파일 첨부
이메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평 균

순위

가능(%)

순위

99.4***

1

78.4***

1

98.7**

2

69.7**

2

85.9

8

33.7

8

94.7*

3

46.8*

3

93.0

5

43.2

5

94.5

4

45.8

4

91.1

6

40.2

6

89.7

7

37.7

7

84.1

10

30.7

10

85.0

9

32.0

9

91.6

45.2

주. 1순위: ***, 2순위: **, 3순위: * 표기

- 스마트 기기 보유자의 가장 높은 활용능력인 문자메시지 열람(99.4%)과 가장 낮은 활용능력인

이메일 파일 첨부 가능여부(84.1%)의 차이가 15.3%로 전반적인 미디어 활용능력 측정 항목 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스마트 기기 비보유자의 경우, 그 차이가 47.7%로 활용능력 측정
항목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그림 4] 참조)

그림 스마트 기기 보유별 미디어 활용능력 분포

[
4]
(스마트 기기 보유자: 5,224, 스미트 기기 비보유자: 5,095, 단위:%)

11

⑴ 문자메시지 활용능력
- 스마트 기기 보유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열람하고 송신할 수 있는 능력은 각각 99.4%,
98.7%로 거의 모든 스마트 기기 보유자가 문자메시지 사용이 가능함
- 문자메시지 열람과 송신 능력에 대한 스마트 기기 보유자의 활용능력은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비보유자가 문자메시지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78.4%, 문자메시지 송신이 가능한 경우는
69.7%로 약 10%p 차이를 보임
- 이는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문자메시지 송신이 열람보다는 다소 어려운

기능일 수 있음을 암시함

그림 문자메시지 사용 가능 여부

[
5]
(스마트 기기 보유자: 5,224, 스미트 기기 비보유자: 5,095, 단위: %)

⑵ 동영상 재생 및 인터넷 활용능력
- 동영상 재생 및 인터넷 활용능력에서 스마트 기기 보유자의 가장 높은 활용능력은 인터넷

주소 즐겨찾기 이용(94.7%)이며, 정보검색(94.5%), 인터넷 주소창 이용(93%), 동영상 재생
(89.9%)의 순이며, 스마트 기기 비보유자의 경우도 동일한 순으로 나타남
- 스마트 기기 보유자와 비보유자 인터넷 활용능력 측정 항목에서의 차이는 인터넷 주소 즐겨

찾기 이용에서 47.9%p, 인터넷 주소창 이용에서 49.8%p, 정보검색에서 48.7%p로 거의 비슷
수준이었으나, 동영상 재생 능력에서는 52.7%p로 전체 인터넷 활용능력 항목 보다는 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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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동영상 재생 및 인터넷 활용 가능 여부

[

(스마트 기기 보유자: 5,224, 스미트 기기 비보유자: 5,095, 단위: %)

⑶ 이메일 활용능력
- 이메일 활용능력에서 스마트 기기 보유자의 가장 높은 항목은 이메일 열람(91.1%), 이메일

송신(89.7%), 이메일 파일 다운로드(85%), 이메일 파일 첨부(84.1%)의 순이며, 스마트 기기
비보유자의 경우도 동일한 순의 활용능력을 보임
- 스마트 기기 보유자와 비보유자의 이메일 활용능력 차이는 이메일 열람에서 50.9%p, 이메일

송신 52%p, 이메일 파일 첨부 53.4%p, 이메일 파일 다운로드 53%p로 파일 업로드 및 다운
로드 같은 상대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능력일수록 그 활용능력이 다소 낮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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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메일 활용 가능 여부

[
7]
(스마트 기기 보유자: 5,224, 스미트 기기 비보유자: 5,095, 단위: %)

●결론 및 시사점
- 본 보고서는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이용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스마트 기기 보유 여부에 따른 미디어
활용능력 수준을 분석하였음
- 스마트 기기 보유 여부에 따른 미디어 활용능력 분석결과, 스마트 기기 보유자(미디어 활용

능력 평균 91.6%)가 비보유자(미디어 활용능력 평균 45.2%) 보다 월등히 높은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갖고 있어 스마트 기기 보유 여부에 따라 정보이용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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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스마트 기기 보유자의 미디어 활용능력 측정 항목 간 차이는 크지 않아 전반적으로

고른 미디어 활용능력을 보였으나 비보유자의 경우 미디어 활용능력 측정 항목 간 차이가
컸는데 특히, 이메일 사용 및 동영상 재생 능력 등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소득수준이 낮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미뤄볼 때,

저소득층 및 노년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서의 정보획득 능력이 떨어져 계층간 정보격차가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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