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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리터러시 측정도구의 개발  측타당성 검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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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Literacy Measurement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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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언텍트 시 를 맞아 비 면 소통이 일상화되었고,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역량이 매우 요한 역량으로 두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반 하여 종합 이고 체계 인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기존 디지

털 리터러시 측정도구들을 유형화하여 구성 변인들을 도출하 다. 각 변인의 개념에 부합하는 34개 문항을 개발하 으며, 디지털 네
이티  세 에 해당하는 학생을 상으로 설문한 후 탐색 , 확증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 등을 확인하여 5개 하  

요인, 25개 문항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도구를 최종 확정하 다. 이후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하  요인들

의 측 타당성을 검증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 과 후속 연구에 한 제언을 논의하 다.

☞ 주제어 :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역량, 측정도구, 역량평가

ABSTRACT

Recently, virtual communication has become a standard tool due to the outbreak of COVID-19. Likewise online communication is 

emerging as an essential competency. In this study, we aimed to develop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digital literacy 

measurement tool reflecting the changes and needs of society. Construct variables were drawn by characterizing existing digital 

literacy measurement tools. Thirty-four items corresponding to the concept of each variable were developed. The developed 

measurement tool was then evaluated in the form of surveys from university students belonging to the digital native generation, an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were performed through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digital literacy measurement tool 

contained five sub-factors and twenty-five questions. In addi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predictive 

validity of digital literacy sub-factor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 of future research is discussed.

☞ keyword : Digital Media, Digital Literacy, Digit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Competency Evaluations

1. 서   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언텍트(Untact) 시 를 맞아 비

면 소통이 일상화되었고,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역량이 

매우 요한 역량으로 두되고 있다. 한 사회가 변

하고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의 발 이 빠르게 진행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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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디지털 리터

러시는 차 더 확장되며 변화하고 있다. 2019년 기  우

리나라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91.8%이며, 만 3세 이상 

인구의 91.4%가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이고, 국내 체 가

구  94.9%가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 이 국민의 일상생활 속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1]. 특히 시 의 20 는 스마트 기기, 

인터넷 등과 같은 디지털 환경을 태어나면서부터 생활처

럼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 언어와 장비를 마치 특정 언어

의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는 뜻의 ‘디지털 네

이티 ’ 세 에 해당하며[2], 스마트폰 이용률 100%로, 

동 상 서비스(93.2%)와 클라우드 서비스(56.1%), AI 음

성인식 서비스(42.3%) 등의 신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1]. 즉, 20 를 선두로 디지털 미디어의 환경이 다양

하고 복합 인 양상으로 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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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컴퓨터+인터넷 시 에서 모바일 시 로의 환

은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므로 기존 IT 기

술의 이해만으로는 모바일 시 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모바일 시

에는 모바일 랫폼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의 

스마트 기기와 각종 애 리 이션, SNS 등 모바일 서비

스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도 매우 요하다. 

재와 미래사회를 비하기 해서는 특히 ‘디지털 

네이티 ’ 세 로서 모바일 시 를 표하는 학생들

의 실제 디지털 리터러시 수 은 어떠한지, 집단 간 어

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등에 한 실증 인 자료를 바

탕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개념 규명과 요성에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학생이 미래사회가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서

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

기 한 연구는 상 으로 미흡한 실정이다[3]. 

정보 문제의 과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들은 비

단 학 생활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의 문

인력으로 활동하는데 주요한 기반 능력이 되므로 학

생을 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조사에 한 

요성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다[4][5]. 재

와 미래사회를 비하기 한 디지털 리터러시에는 정

보 역과 정보통신기기에 한 기술  숙련도와 SNS 

리터러시 등 디지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사소통, 

시민의식과 태도 등 디지털 시 의 정서 ·문화  상

을 개념화한 역들이 포함되는데[3], 디지털 네이티  

세 에 해당하는 학생을 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하는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방안 마련에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시 에 용할 수 있는 

종합 이고 체계 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평가를 

해 기존에 개발된 측정도구들을 검토하고, 최근 디지털 

커뮤니 이션 환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의 하  구성요소들을 반 한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도

구를 개발하여 측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론  탐색

2.1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개념 정의는 Gilster(1997)의 

정의[6] 이후 표 1과 같이 많은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게 

탐색되고 있다. 

구분 개념 정의

Gilster
(1997)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찾아낸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
는 새로운 정보로 조합해 냄으로써 올바로 사용
하는 능력

Larsson
(2000)

다양한 출처로부터 찾은 여러 형태의 정보를 이
해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정보로 조합
하는 능력

Bawden
(2001)

하이퍼텍스트 또는 멀티미디어 형태의 정보를 읽
고 이해하는 능력

Eshet
(2002)

디지털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이상을 
포함하며 특별한 종류의 사고 또는 사고방식

유영만
(2001)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및 
판단하여 빠르게 진행되는 정보에 대해 취사, 선
택, 편집, 가공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유영만
·

김명희
(2002)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거나 판
단할 수 있는 능력과 정보를 취사, 선택, 편집, 
가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이 만든 지식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포괄하는 능력

한정선 외
(2006)

디지털 매체와 테크놀로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지식, 비판적 사고력과 함께 문제 
해결, 커뮤니케이션,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Ala-Mukta, 
et al.
(2008)

디지털 미디어 매체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올바르
게 이해하고 평가하며, 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

장은우
(2013)

지식 및 정보를 창출하여 공유하는 능력을 바탕
으로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성을 포괄하는 능력

MediaSmar
ts

(2016)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적절
하게 정보에 접근, 관리, 통합, 분석, 평가하고 새
로운 지식을 구성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기 위
해 사용할 수 있는 흥미, 태도, 능력

옥현진 외
(2016)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타인과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
양한 기호 자원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능력

British 
Columbia

(2017)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할 때나,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보안, 윤리, 안전, 정보 확인
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신소영, 
이승희
(2019)

SW중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보통신기술과 온
라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를 융·복합
적으로 이해하고, 컴퓨팅적 사고를 토대로 정보
와 지식을 창출하여 복잡한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표 1) 선행연구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 정의

(Table 1) Defining the concept digital literacy in 

previous studies

안정임(2002)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체 개념에 해 

학자들 간의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 인 

구성요소에 해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연

구자마다 의견이 다르며, 강조 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

라 사용하는 명칭 자체도 다시 세분될 수 있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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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7].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반 하고 있는 선행연

구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에 한 개념을 종합

으로 정리해 보면 정보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바탕으로 이를 통해 얻은 정보에 해 

그 자체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민 의식을 바

탕으로 비 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객 으로 활용하

여 공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2.2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  역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정의뿐만 아니라 하  역

의 구성에 한 연구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연구들의 특징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리터러시가 차 더 확장되고 세분되고 있으며, 개인별

로 특정 리터러시 능력별 차이를 보유할 수 있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8]. 선행연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하

 역에 한 구성은 시 ·사회  변화에 따라 기술

 숙련도 등 기능과 능력의 도구  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사소통, 시민의식, 

SNS 활용  업 등 정서 ·문화  의 역들이 

포함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도구와 련된 선행연구에서 으로 평가되고 있는 

하  역에 한 구성요인은 표 2와 같다. 

선행연구 하위 영역

Tyner(1998) 도구 리터러시, 표상 리터러시

 Potter(2002) 기술 기반 리터러시, 이해 기반 리터러시

한정선·오정숙(2006)
기능적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 사
회적 리터러시

Fastrez(2009) 기술적 차원, 인지적 차원, 사회적 차원

Livingstone and 
Helsper(2010)

기술 기반 리터러시, 비판적 차원의 
리터러시

권성호, 김성미(2011)
비판적 이해, 창의적 생산, 협동적 의
사소통

British Columbia
(2017)

연구 및 정보 리터러시, 비판적 사고
와 문제해결 & 의사결정, 창의성과 혁
신성, 디지털 시민의식, 의사소통과 협
동, 기술 활용과 개념

Spires, Paul, & 
Kerkhoff(2018)

디지털 콘텐츠 검색 및 소비, 디지털 
콘텐츠 생성, 디지털 콘텐츠 통신, 디
지털 시민의식

신소영, 이승희
(2019)

ICT 기본역량, 인터넷 활용능력, 기본
업무 활용능력, SW중심사회 적응능력, 
SNS 활용 및 협업능력

(표 2) 선행연구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하  역 구분

(Table 2) Classification of digital literacy sub-areas 

in previous studies

2.3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도구

선행연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도구에서 

으로 평가되고 있는 하  역의 구성요인은 무엇인지, 

시 의 디지털 리터러시 특성  아직 평가에 반 되

지 않았거나 효과 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은 구성요인

은 무엇인지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정임(2013)은 연령집단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

러시 수  비교 연구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

회’, ‘능력’, ‘시민성’ 세 가지 역으로 구분하 다. 기회 

역은 디지털 미디어에 한 근과 활용 기회 탐색에 

한 것이고, 능력 역은 디지털 미디어를 비 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며 규범을 수할 수 있는지에 한 것

이며, 시민성 역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참여, 용과 

공공성에 한 것이다[8]. 이 연구는 어린이, 청소년, 성

인 등 연령집단 별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측정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하나의 단일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

한 요인들이 층 으로 작용하는 일종의 통합  개념

임을 발견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강정묵 외(2014)는 스마트시 의 디지털 리터러시 측

정을 한 진단도구의 개발과 용 연구에서 선행연구의 

비  검토를 통해 선행연구들이 체로 컴퓨터를 사용

할 수 있는 조작  능력과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

는 분석 능력을 심으로 측정지표들을 구성하고 있고, 

ICT가 고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기술  활용에 한 측

정지표의 범 가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하

지만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지표의 분류작업이 불명확하

여 규범 이고 윤리 인 지표들을 구체 으로 반 하지 

못하는 한계 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해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을 ‘기술’, ‘활용’, ‘마인드’로 분

류하 다. 기술 역은 컴퓨터, 하드웨어, 소 트웨어, 애

리 이션, 웹 라우 , 스마트 기기, 인터넷 등 도구의 

기술  활용에 한 것이고, 활용 역은 사회생활, 경제

생활, 문화생활 등의 삶 속에서 자신의 디지털 지식을 

용할 수 있는가에 한 것이며, 마인드 역은 스마트 사

회에 한 인식, 개인의 행동,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규범과 윤리, 법제도 등이다[9]. 이 연구는 기술

과 활용 측면에 지식과 정보를 하는 개인의 행동과 윤

리 등을 반 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양미석과 김정겸(2016)은 이러닝 디지털 리터러시 측

정도구 개발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본 기 

부분의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도구들은 정보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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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기술  활용, 태도와 정보의 구성  활용, 지식

의 탐색  활용 등 기술, 정보, 지식 등의 측정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 다. 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범주

가 무 범 하여 구체 인 내용과 세부 인 역을 

악하기 어렵거나 구성요인의 개념 정의로만 되어 있다

고 보았다[10]. 

양길석 외(2020)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정의  

역 평가를 한 자기진단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해 디

지털 리터러시를 ‘인식’과 ‘행동’ 역으로 구분하 다. 

인식 역에는 통 으로 개인의 심리  특성을 측정

하는 데에 요하게 여겨져 왔던 가치, 자기효능감, 정서

를 구성하 고, 행동 역에는 디지털 환경이 등장하면

서 새롭게 두되거나 재조명되는 특징을 갖는 자기조

, 참여, 윤리, 보안, 비  읽기 등을 구성하 다[11]. 

이는 양미석과 김정겸(2016)이 언 한 기 디지털 리터

러시 측정도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3. 연구 문제  연구 방법

3.1 연구 문제

일반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도구의 설계는 선행

연구에 한 충실한 검토에 기반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먼  미디어 발 에 따른 리터러시의 개념과 변천사

를 악하고,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반 하여 디지털 리

터러시에 한 정의를 재개념화하 으며, 최근 디지털 

커뮤니 이션 환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하  역의 구성요소를 반 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

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디지털리터러시는 어떤 하  요인과 측정

항목들로 구성되는가? 

연구문제 2.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  요인들이 갖는 

ICT와 SNS 요도에 한 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집단 간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 차이는 

어떠한가? 

3.2 연구 방법

3.2.1 연구 상자 선정

본 연구의 주요 심사  하나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기에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측정 문항들을 학생들을 상

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조사 

상자를 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기  국내의 경우 20 는 스마트폰의 이

용률이 100%이고(한국갤럽조사, 2019), 동 상 서비스

(93.2%)와 AI 음성인식 서비스(42.3%) 등 신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세 이다[1]. 둘째, 시 의 학생들은 

PC, 스마트 기기, 인터넷 등과 같은 디지털 환경을 태어

나면서부터 생활처럼 사용하는 세 인 ‘디지털 네이티

’ 세 에 해당한다[2]. 셋째, 정보 문제의 과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들은 비단 학 생활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의 문인력으로 활동하는데 주요한 

기반 능력이 되므로 학생을 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

러시 역량 조사에 한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4][5]. 

3.2.2 설문의 구성

디지털 리터러시의 측정도구는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

털 리터러시는 정보통신기술과 기기를 활용하여 얻은 정

보에 해 디지털 시민 의식을 가지고 공감하며, 비

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객 으로 공유,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이다.”로 정의하고, 표 3과 같이 하  역을 구분하

으며, 이와 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의 설문 문항을 재구성하 다.

하위 영역 개념 정의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의 기본적인 활용 능력

 SW/앱 이용 능력
정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나 애플리케이션의 이용 능력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 개인정보 및 공유 정보에 대한 보호 능력

윤리적 행동 능력
온라인상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바탕으
로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개인 창작 능력
온라인상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의 생산 및 재생산 능력

사회적 공감 능력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 공유, 
참여할 수 있는 능력

(표 3) 디지털 리터러시 하  역의 개념

(Table 3) Concept of digital literacy sub-areas

기존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측정도구들을 유형화하여 

각각의 유형에 맞는 문항들을 취합하 으며, 구체 으로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SW/앱(소 트웨어/애 리 이

션) 이용 능력, 라이버시 보호 능력, 윤리  행동 능력, 

개인 창작 능력, 사회  공감 능력 등을 측정하는 34문

항으로 구성하 다. 이들 문항은 5  리커트 척도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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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으며, 이외에도 SNS 이용 동기 련 9문항, 

ICT/SNS 요도 인식 련 4문항, 스마트폰  SNS 이

용 황 련 6문항, 인구통계학  특성 련 5문항이 포

함되었다. 구체 인 설문 문항의 내용은 표 4와 같다. 

구분 문항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9

SW/앱 이용 능력 5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 6

윤리적 행동 능력 5

개인 창작 능력 3

사회적 공감 능력 6

SNS 이용 동기 9

ICT/SNS 중요도 인식 4

스마트폰 및 SNS 이용현황 6

인구통계학적 특성 5

총 문항수 58

(표 4) 설문의 내용과 문항 구성

(Table 4) Survey content and question composition

3.2.3 데이터 수집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하여 단표집 방식으로 학생

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단표집(judgement 

sampling)이란 조사 문제를 잘 알고 있거나 모집단의 의

견을 반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는 특정 집단을 표본

으로 선정하는 비확률  표집방법  하나이다. 연구 

상은 한국인터넷정보학회의 조를 얻어 설문 의뢰에 참

여 가능하다고 응답한 학 소속 임원들에게 온라인 설

문 링크를 공유하여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다. 설문 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 으며, ICT의 활용이 용이한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으로만 진행하 다.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은 SPSS 22.0과 AMOS 22.0 통

계 패키지를 사용하 다. 본 연구를 한 분석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조사항목에 한 기 통계량을 측정하

여 일반 인 황을 악하 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항목들을 상으로 먼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

하 으며, 이를 통해 악된 디지털 리터러시 하  요인

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확증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확증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디지털 리터

러시 하  요인의 측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ICT 

요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 연구 결과

4.1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분석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5와 같다.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n=308)

남성 134 43.51

여성 174 56.49

전공계열
(n=308)

공학자연과학 152 49.35

인문사회과학 156 50.65

학년
(n=308)

1학년 107 34.74

2학년 62 20.13

3학년 78 25.32

4학년 이상 61 19.80

지역
(n=308)

서울시 139 45.13

경기도 93 30.19

충청도 24 7.79

전라도 18 5.84

그 외 34 11.04

(표 5) 인구통계학  특성

(Table 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4.2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분석 

주요 분석을 실시하기  각 변인에 한 기술 통계

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은 디지

털 리터러시, ICT/SNS 요도, SNS 이용동기, 스마트폰 

 SNS 이용량 등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항목의 평균값 분석 결과 34개 

항목  22개의 항목이 4  이상으로 능력 수 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수 의 측정 항목인 ‘스마트

기기이용능력의 1-1. 앱 설치  삭제’의 평균 값은 4.9이

고, 가장 낮은 수 의 측정 항목인 ‘사회 공감능력-온라

인상의 의견 게재’의 평균 값은 2.81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M SD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4.67 0.62

SW/앱 이용 능력 4.61 0.70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 4.19 0.95

윤리적 행동 능력 4.56 0.66

개인 창작 능력 3.03 1.38

사회적 공감 능력 3.40 1.26

(표 6) 디지털 리터러시 하 역별 평균과 표 편차 

(Table 6) Mean and standard deviation by digital 

literacy sub-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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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항목
하위 요인

1 2 3 4 5 6

α=.878 α=.847 α=.861 α=.813 α=.814 제외

1. 
개인창
작 및 
공감 
능력

1-1 0.83 0.03 0.01 0.03 -0.11 0.05

1-2 0.82 0.00 0.06 -0.17 0.02 -0.02

1-3 0.79 -0.04 0.03 -0.08 0.01 -0.04

1-4 0.76 -0.08 -0.05 0.15 -0.05 0.10

1-5 0.74 0.01 0.10 -0.04 -0.01 -0.07

1-6 0.65 0.18 0.04 0.12 0.09 -0.03

1-7 0.62 0.21 0.08 -0.09 0.14 -0.10

1-8 0.59 0.22 -0.11 0.16 0.12 0.06

2. 
SW
/
앱 
이용 
능력

2-1 -0.03 0.76 -0.04 0.20 0.03 0.18

2-2 0.04 0.74 0.26 0.10 0.06 -0.11

2-3 0.07 0.70 0.37 -0.03 0.09 -0.01

2-4 0.05 0.66 0.40 0.09 0.03 -0.23

2-5 0.19 0.62 0.18 0.22 0.06 0.04

2-6 0.07 0.62 0.33 0.13 0.01 0.13

2-7 0.11 0.61 0.28 0.07 0.10 0.21

3.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3-1 -0.07 0.09 0.82 0.01 0.17 0.02

3-2 -0.05 0.26 0.79 0.04 0.13 -0.09

3-3 0.03 0.23 0.78 0.08 0.11 -0.05

3-4 0.12 0.34 0.73 0.07 0.05 0.01

3-5 0.10 0.27 0.70 0.10 0.20 0.08

3-6 0.11 0.44 0.52 -0.04 0.12 0.17

(표 7)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항목의 탐색  요인분석 결과

(Table 7)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 of 

digital literacy measurement items

SNS 이용동기 측정항목은 김진욱(2016), 이귀옥과 박조

원(2018) 등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을 본 연구

의 목 에 맞춰 취사선택하 으며, 총 9개 문항으로 측정

되었다. 문항별 평균값을 살펴보았을 때, 다양하고 재미있

는 콘텐츠를 보기 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높은 동기로 

나타났으며(M=4.37, SD=.87), 다음으로 스트 스 해소

(M=4.21, SD=.94)와 소통  화하기 해서(M=4.07, 

SD=1.04)라는 이유가 SNS를 이용하는 비교  높은 동기임

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공부에 도움이 되기 해서(M=2.53, 

SD=1.25)는 다른 이유들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ICT/SNS 요도는 컴퓨터, 스마트 기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과 메신  서비스, SNS, 동 상 서비스 랫

폼 등의 소통 기술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요한지에 

한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그 결과 컴퓨터, 스마트 기기, 

인터넷을 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M=4.88, SD=.34). 다음으로 카카오톡 등의 메신  

서비스를 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유튜 와 같은 동

상 랫폼의 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페이스북, 

인스타, 트 터와 같은 SNS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역

할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M=3.18, SD=1.26).

스마트폰을 사용한 기간은 1년 단 로 조사하 으며, 

평균 8.45년(SD=2.60)으로 5년 이상 사용자가 83.83%인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이용한 기간 한 1년 단 로 

조사하 으며, 평균 6.71년(SD=3.08)으로 5년 이상 사용

자가 79.2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 계를 확

인하기 하여 Pearson의 상 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마트폰의 사용기간과 SNS의 이용기간은 45.2% 정도

의 유의한 정(+)  상 계(=.452, p<0.001)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로 최근 한 주간의 SNS 이용량은 

평균 4.42회(SD=1.10)인 것으로 나타났다. 

4.3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항목에 한 탐색  요

인분석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선정된 34개의 디지털 리터러

시 측정 항목을 상으로 SPSS 22.0을 이용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을 이

용하 으며, 요인의 회 은 베리멕스 방식을 용하 다. 

요인의 수는 아이겐 값 1.0 이상, 각 요인별 주 재치 .60 

이상, 부 재치 .40 미만의 기 을 고려하여 결정하 다.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 하  요인이 추출되

었다. 그러나 34개 항목  요인 선정기 을 충족하지 못

하는 4개 항목(3-6, 3-7, ,4-7, 5-5)을 제외하 고, 마지막 6

번째 요인은 항목들이 한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지 못하

여 제거하 다. 이에 따라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개인창작  공감 능력’을 반 하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체 변량의 13.62%를 

설명하 다. 두 번째 요인은 ‘SW/앱 이용 능력’을 반

하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체 변량의 12.16%

를 설명하 다. 세 번째 구성 개념은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을 반 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체 

변량의 11.73%를 설명하 다. 네 번째 요인은 ‘ 라이버

시 보호 능력’을 설명하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체 변량의 10.07%를 설명하 다. 다섯 번째 요인

은 ‘윤리  행동 능력’을 설명하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체 변량의 8.31%를 설명하 다. 

이상의 5개 하  요인으로 구성된 디지털 리터러시는 

체 변량의 55.8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요인이 갖는 내  일 성 검증을 해 신뢰도 분석에서 

크롬바흐 알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모두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모든 항목의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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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항목
하위 요인

1 2 3 4 5 6

α=.878 α=.847 α=.861 α=.813 α=.814 제외

4. 
프라이
버시 
보호 
능력

4-1 -0.01 0.02 0.08 0.77 -0.01 0.07

4-2 0.02 0.16 -0.03 0.76 0.09 0.02

4-3 -0.03 -0.02 0.10 0.74 0.03 0.23

4-4 -0.02 0.06 0.09 0.67 0.20 -0.19

4-5 0.04 0.20 -0.10 0.65 0.16 0.06

4-6 0.03 0.22 0.15 0.60 0.14 -0.22

5. 
윤리적 
행동 
능력

5-1 0.02 0.04 0.13 0.07 0.87 0.03

5-2 0.04 0.03 0.11 0.01 0.75 -0.09

5-3 -0.02 0.03 0.23 0.10 0.73 -0.11

5-4 -0.01 0.11 0.17 0.29 0.69 0.07

6. 
제거

3-7 0.17 0.16 -0.03 0.26 0.44 0.20

4-7 0.16 0.39 0.13 0.18 0.02 0.66

5-5 0.44 0.01 0.07 0.13 0.06 -0.61

Eigen values 7.80 4.37 3.15 2.39 1.48 1.07

설명변량 13.62% 12.16% 11.73% 10.07% 8.31% 3.68%

누적 
설명비율

13.62% 25.78% 37.51% 47.58% 55.89% 59.57%

4.4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  요인  측정 항목의 

타당성 검증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악된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  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AMOS 22.0을 이용

하여 확증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값을 자유도로 

나  값이 5보다 작으면 합도가 높다는 기 [12]으로 

단할 때, 최종 모델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df = 

2.05). 한 모델 합도를 보기 한 주요 지표인 

합지수(GFI)와 간명 합지수(AGIF), 증분 합지수(CFI) 

등을 살펴본 결과 GFI(.878), AGFI(.850), CFI(.921)로 

합한 수 으로 나타났으며, 합지수(RMR과 

RMSEA)를 살펴본 결과도 RMR(.044), RMSEA(.058)로 

.05에 근 한 수치를 보 고, 요인별 개별 항목들의 요인 

재치도 최소 0.62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확보

되었다고 단하 다. 요인별 신뢰도의 추가 인 검증으

로 집 타당성을 살펴보기 해 개념신뢰도(CR)와 평균

분산추출값(AVE)을 산출하 으며, 모든 항목의 C.R 값

은 .6 이상, AVE 값은 .46 이상으로 나타났다. 

4.5 디지털 리터러시 하  요인의 측 타당성 분석

탐색 , 확증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5개의 하  

요인들의 측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이를 독립변인으

로 설정하고, ICT/SNS 요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특히 ICT/SNS 요도는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컴퓨터  스마트 기기, 인터넷에 한 

요성과 메신  서비스에 한 요성, SNS에 한 

요성, 동 상 공유 랫폼에 한 요성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나, 각기 다른 서비스에 한 요성에 해 

디지털 리터러시의 어떤 하  역이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해 종속변인을 각각의 문항으로 

설정하 다. 각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4.5.1 컴퓨터  스마트 기기, 인터넷

인구통계학  특성을 투입한 결과 성별(β=.126, p<.05)

은 종속변인인 컴퓨터, 스마트 기기, 인터넷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디어 이용량

을 두 번째 단계에 투입한 결과,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디지털 리터

러시 변인을 세 번째 단계에 투입한 결과, 종속변인에 부

가 으로 15.1%의 설명량을 높 다. 구체 으로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β=.311, p<.001)은 컴퓨터  스마트 기기, 

인터넷의 요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컴퓨터, 스마트 기기, 인터넷에 

해 더 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성별과 상 없이 스마트 기기에 한 이용 능력이 높

을수록 컴퓨터  스마트 기기, 인터넷 등 기술 인 면을 

더 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립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β p β p β p

성별 .126* .033 .122* .045 .067 .254

나이 .073 .257 .071 .277 .102 .095

학년 -.021 .743 -.031 .651 -.059 .364

스마트폰 이용기간  .054 .422 .058 .358

SNS 이용기간 -.022 .752 -.060 .359

이용횟수 .002 .975 -.037 .555

개인창작 및 공감 능력 .089 .131

SW/앱 이용 능력 .058 .430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311*** .000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 .090 .122

윤리적 행동 능력 .022 .718

△R
2

.019 .002 .151

R
2

.019 .021 .172

adj R2 .009 .001 .141

F 1.923 1.062 5.415***

(표 8) 컴퓨터  스마트 기기, 인터넷의 요성에 미치는 향

(Table 8) Impact on the importance of computers, 

smart devices and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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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메신  서비스

인구통계학  특성을 첫 번째 단계에 투입한 결과는 

표 9와 같이 종속변인인 메신  서비스(카카오 등)의 

요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타나지 않

았으며, 다음으로 미디어 이용량을 두 번째 단계에 투

입한 결과도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변인을 세 

번째 단계에 투입한 결과, 종속변인에 부가 으로 

10.2% 설명량을 높 다. 구체 으로 ‘개인창작  공감 

능력’(β=.259, p<.001)과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β

=.262, p<.01)은 메신  서비스의 요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에서 콘텐츠

를 창작하고 공유하는 능력과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

이 높을수록 메신  서비스를 일상생활에서 요한 도

구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립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β p β p β p

성별 -.008 .896 -.001 .982 -.077 .205

나이 .041 .525 .043 .509 .082 .194

학년 -.045 .499 -.064 .360 -.065 .338

스마트폰 이용기간  .021 .753 .012 .853

SNS 이용기간 .019 .781 -.019 .782

이용횟수 -.054 .404 -.126 .051

개인창작 및 공감 능력 .259*** .000

SW/앱 이용 능력 -.045 .556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262** .001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 .01 .868

윤리적 행동 능력 -.03 .634

△R2 .002 .003 .102

R
2

.002 .005 .107

adj R
2

-.008 -.015 .073

F .202 .251 3.120**

(표 9) 메신  서비스의 요성에 미치는 향

(Table 9) Impact on the importance of messenger service

4.5.3 SNS

인구통계학  특성을 첫 번째 단계에 투입한 결과는 

표 10과 같이 성별(β=.169, p<.01)은 종속변인인 SNS

(페이스북, 인스타, 틱톡 등)의 요성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디어 이용량을 

두 번째 단계에 투입한 결과 종속변인에 부가 으로 

4.2%의 설명량을 높 다. 구체 으로는 스마트폰 이용 

기간(β=.182, p<.01)과 SNS 이용횟수(β=.129, p<.05)는 

SNS의 요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변인을 세 번째 단계

에 투입한 결과, 종속변인에 부가 으로 16%의 설명량

을 높 다. 구체 으로 ‘개인창작  공감 능력’(β

=.434, p<.001)은 SNS의 요성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SNS에 

하여 요하게 생각하고, 온라인에서 콘텐츠 창작  

공유 능력이 높을수록 SNS를 더욱 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립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β p β p β p

성별 .169** .004 .123* .038 .048 .397

나이 -.045 .480 -.057 .366 -.024 .678

학년 -.038 .560 -.061 .367 -.033 .591

스마트폰 이용기간  .182** .006 .169** .005

SNS 이용기간 -.022 .745 -.044 .484

이용횟수 .129* .040 .032 .594

개인창작 및 공감 능력 .434*** .000

SW/앱 이용 능력 -.073 .303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064 .373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 .029 .609

윤리적 행동 능력 -.020 .730

△R
2

0.037 0.042 0.160

R2 .037 .080 .240

adj R
2

.028 .061 .210

F 3.802* 4.202*** 8.198***

(표 10) SNS의 요성에 미치는 향

(Table 10) Impact on the importance of SNS

4.5.4 동 상 공유 랫폼

인구통계학  특성을 첫 번째 단계에 투입한 결과는 

표 11과 같이 종속변인인 동 상 공유 랫폼(유튜 , 

아 리카TV 등)의 요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음으로 미디어 이용량을 

두 번째 단계에 투입한 결과도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변인을 세 번째 단계에 투입한 결과, 종속변

인에 부가 으로 5.4% 설명량을 높 다. 구체 으로는 

‘개인창작  공감 능력’(β=.204, p<.01)은 동 상 공유 

랫폼의 요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온라인에서 콘텐츠 창작  소

통 능력이 높을수록 동 상 공유 랫폼을 더욱 요

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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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β p β p β p

성별 .011 .846 -.006 .924 -.042 .504

나이 -.102 .115 -.108 .099 -.092 .156

학년 .070 .286 .072 .300 .092 .182

스마트폰 이용기간  .059 .386 .050 .448

SNS 이용기간 -.029 .674 -.068 .329

이용횟수 .069 .285 .033 .614

개인창작 및 공감 능력 .204** .001

SW/앱 이용 능력 .037 .639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075 .349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 -.019 .765

윤리적 행동 능력 -.110 .085

△R
2

.009 .006 .054

R
2

.009 .015 .069

adj R2 -.001 -.005 .033

F .900 .613 1.922*

(표 11) 동 상 공유 랫폼의 요성에 미치는 향

(Table 11) Impact on the importance of video 

sharing Platform

4.6 집단 간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 차이 분석 

디지털 리터러시 하  요인의 각 평균값을 살펴보았

을 때,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4.83), 윤리  행동 능력(4.71), SW/앱 이용 능

력(4.65), 라이버시 보호 능력(4.11)은 매우 높은 수

으로 조사된 반면, 개인창작  공감 능력(3.07)은 상

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각 하  요인에 있어서 인구통계학  특성

인 성별과 공계열, 학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참고로 인구통계학  특성  지역은 

응답자의 75.32%가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에 집 되어 

있어 표본의 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한희경(2019)의 

연구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의 모든 하  역에서 지

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 다.

인구통계학  특성  성별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의 하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해 기

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12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과 ‘개인 창작  

공감 능력’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 으로는 개인 창작  공감 능력은 여성이 3.31로 

남성 2.75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스

마트 기기의 이용 능력 한 여성이 4.88로 남성의 4.78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5).

종속변수 집단 N M SD t F p

개인 창작 및 
공감 능력

남 134 2.75 1.16
-4.415*** 1.814 .000

여 174 3.31 1.05

SW/앱 
이용 능력

남 134 4.64 0.54
-.032 1.090 .975

여 174 4.64 0.49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남 134 4.78 0.43
-2.496* 16.488 .013

여 174 4.88 0.30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

남 134 4.19 0.72
1.667 1.510 .097

여 174 4.05 0.76

윤리적 
행동 능력

남 134 4.67 0.55
-1.260 8.649 .209

여 174 4.74 0.42

(표 12) 성별 - 독립표본 t-검정 결과

(Table 12) Gender - independent samples t-Test 

result

공계열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해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

이 ‘SW/앱 이용 능력’과 ‘ 라이버시 보호 능력’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 으로는 정보 리를 

한 소 트웨어와 애 리 이션의 기본 기능 사용 능력은 

공학자연과학 계열이 4.74로 인문사화과학 계열 4.55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1), 라이버시 보호 

능력 한 공학자연과학 계열이 4.20으로 인문사화과학 

계열 4.02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5).

종속변수 집단 N M SD t F p

개인 창작 및 
공감 능력

A 152 3.06 1.19
-.117 3.022 .907

B 156 3.07 1.07

SW/앱 
이용 능력

A 152 4.74 0.44
3.337** 8.169 .001

B 156 4.55 0.55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A 152 4.86 0.37
1.141 .985 .255

B 156 4.81 0.37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

A 152 4.20 0.70
2.077* 2.175 .039

B 156 4.02 0.79

윤리적 
행동 능력

A 152 4.72 0.50
.541 .232 .589

B 156 4.69 0.46

* A: 공학자연과학, B: 인문사회과학

(표 13) 공계열 - 독립표본 t-검정 결과

(Table 13) Major - independent samples t-Test result

학년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  요인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해 기술통계  집단

별 평균 차이를 보기 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 하  요

인 모두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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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집단 N M SD F p

개인 창작 및 
공감 능력

1학년 107 3.21 1.02

2.114 .098
2학년 62 3.17 1.23

3학년 78 2.99 1.15

4학년 61 2.79 1.17

SW/앱 
이용 능력

A 107 4.60 0.57

.718 .542
B 62 4.69 0.43

C 78 4.69 0.45

D 61 4.61 0.53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A 107 4.83 0.35

.679 .565
B 62 4.80 0.45

C 78 4.88 0.27

D 61 4.82 0.41

프라이버시 
보호 능력

A 107 4.05 0.77

.375 .771
B 62 4.11 0.83

C 78 4.17 0.71

D 61 4.12 0.70

윤리적 
행동 능력

A 107 4.70 0.47

.326 .807
B 62 4.71 0.58

C 78 4.75 0.39

D 61 4.67 0.51

(표 14) 학년 -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Table 14) Grade - One-Way ANOVA Results

5. 결  론

5.1 연구 요약  의의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를 비하고  모바일 시

에 용할 수 있는 종합 이고 체계 인 디지털 리터러

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기존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도

구들을 유형화하여 구성 변인들을 도출하 다. 이어 각 

변인의 개념에 부합하는 34개 문항을 개발하여 디지털 

네이티  세 에 해당하는 학생을 상으로 설문하고, 

탐색 , 확증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 등을 

확인하여 5개 하  요인(개인창작  공감 능력, SW/앱 

이용 능력,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라이버시 보호 능

력, 윤리  행동 능력), 25개 문항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도구를 최종 확정하 다. 

도출한 디지털 리터러시 하  요인들의 측 타당성

을 검증하기 해 실시한 계  회귀분석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 하  요인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과 ‘개인

창작  공감 능력’은 공통 으로 메신  서비스의 요

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

트 기기 이용 능력’이 높을수록 컴퓨터  스마트 기기, 

인터넷 등의 기술 인 도구를 SNS와 동 상 공유 랫

폼보다 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한편, SNS와 동 상 공유 랫폼은 ‘개인창작  공

감 능력’이 높을수록 더욱 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 사진  상편집 도구의 화와 

모바일 기술의 발 에 따라 동 상 콘텐츠의 요도가 

증가하 고[13], 동 상 공유 랫폼의 이용률이 2019년 

기  체 47.1%, 10  87.4%, 20  69.9%로 매해 격하

게 증가하는 등[14] 인스타그램 등의 감성 SNS와 유튜 , 

틱톡, 아 리카TV 등의 동 상 공유 랫폼의 사용량 증

가에 의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집단 간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 차이 분석  성별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의 능력 차이에 한 분석 결과에서

는 여성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과 개인 창작 

 사회  공감 능력이 남성 학생들보다 상 으로 뛰

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서효정 외(2015)의 연구

에서 여성 학생들이 남성 학생들보다 건강 앱을 찾는

데 익숙하며, 손쉽게 다운로드하고,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한 연구결과와 장필식(2019)의 연구

에서 SNS의 감성 표 에 있어 여성 사용자가 작성한 메시

지의 감성강도가 남성 사용자의 메시지 감성강도 보다 높

은 것으로 확인한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15][16]. 

집단 간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 차이 분석  공계

열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의 능력 차이에 한 분석 결

과에서는 공학자연과학 계열의 학생들이 인문사화과

학 계열의 학생들보다 정보 리를 한 소 트웨어와 

애 리 이션의 기본 기능 사용 능력과 개인정보  공

유 정보에 한 보호 능력이 좀 더 뛰어나다는 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공계열은 폭넓게 두 

가지로만 분류되었고, 조형정 외(2014)와 남창우 외

(2016)의 연구에서 공계열에 따른 자기 리 역량에 

한 연구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났다는 을 고려할 때, 

공계열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차이를 정확히 

악하기 한 추가 인 심층연구가 필요하다[17][18].

본 연구의 상자들은 디지털 네이티  세 에 해당

하는 학생들로 스마트폰 사용기간 평균이 8.45년

(SD=2.60), SNS 이용기간 평균이 6.71년(SD=3.08)이었으

며, 스마트폰의 사용기간은 SNS의 이용기간과 정  상

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NS 이용동기와 련된 

분석 결과에서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보기 해

서라는 이유가 가장 높은 동기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트 스 해소, 소통하기 해서라는 이유가 SNS를 이용

하는 비교  높은 동기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공부에 

도움이 되기 해서라는 이유와 나 자신을 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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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와 같은 이유들은 상 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응

답자들은 SNS를 주로 소통과 오락  욕구를 채워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진욱(2016)은 학생들의 SNS에 한 심과 활용 

정도는 매우 높아 많은 시간 하고 SNS를 매개로 

한 소통이 이루어지지만 인 계에 정 으로 작용하

는 정도는 부족하므로 이를 소통과 계 유지에 정

으로 작용하는 매개체가 되도록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하 다[19]. 본 연구에서의 디지털 리터

러시 하  요인에 한 분석 결과에서도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4.83), 윤리  행동 능력(4.71), SW/앱 이용 능

력(4.65), 라이버시 보호 능력(4.11) 등은 매우 높은 수

으로 확인되었으나, 개인창작  공감 능력(3.07)은 설

명력이 가장 높아 제1요인으로 나타났음에도 능력 수

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생들이 스마

트 기기와 SW/앱 이용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창

작능력과 사회  공감능력은 상 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2 연구의 시사

코로나19로 인한 언텍트(Untact) 시 를 맞아 비 면 

소통이 일상화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역량이 

매우 요한 역량으로 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2020)을 발표하

다. 략과제로는 온·오 라인 미디어 교육 인 라 확

,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 역량 강화, 미디어 정보 

별 역량 강화,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 등을 

제시하 으며, 소통과 배려의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 실

을 한 비 을 제시하 다[20]. 이와 련하여 선행

연구에 한 고찰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

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최근 사진  상편집 도구의 화와 모바일 기술

의 발 에 따라 SNS에서 텍스트보다 사진, 동 상 등을 

이용한 콘텐츠의 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인스타그램 

등의 감성 SNS와 유튜 , 틱톡, 아 리카TV 등의 동

상 공유 랫폼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튜

와 틱톡 등 동 상 공유 랫폼에 열 하고 소셜 미디

어를 즐기는 이유는 정보 달의 간편성과 력, 익명

성, 인터넷 계정의 간편한 생성으로, 오 라인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공감과 사회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다[21]. 하지만 본 연구 결과 

디지털 네이티  세 인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와 애

리 이션 등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 능력은 갖추고 있

으나,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나를 표 하고, 일상을 상으로 담아 표 해내는 창작 

능력은 비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리터

러시 교육 방안 마련 시 창작 능력의 배양에 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심화된 동 상 콘텐츠의 제작기술은 난이도가 높고, 

각 랫폼에서의 사용 방법이 다르다. 온·오 라인 미디

어 교육 인 라 확 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 역

량 강화를 한 방안  하나로 동 상 공유 랫폼을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각 랫폼 내에서 이용자들이 련 기능들을 다

양하게 학습하고 실습하는 과정에서 창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한다면 효

과 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후속 연구에 한 제언

온라인상에서 타인과 비 ·윤리 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교류하며, 건강한 사회  계를 맺을 수 있는 

자기표 과 공감 능력은 디지털 사회에서 시민이 갖추

어야 할 역량과 자질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제는 AI 기

술의 발 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간의 계뿐만 아니라 

첨단 지능정보 기술에 기 한 사람과 AI와의 계 맺기

에 한 연구도 필요한 시 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리

터러시 교육에서 AI 기술의 발 을 고려한 소통과 참여 

능력의 향상을 한 연구와 교육  근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유튜  외 틱톡과 같은 다양한 동 상 공유 

랫폼의 확산에 이어 새로운 오디오 기반 SNS가 등장

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클럽하우스(Clubhouse)

는 출시한 지 불과 1년 만에 1,0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

을 정도로 사용자들이 증하고 있어 트 터와 페이스

북은 등의 기존 SNS들도 오디오 기반 소셜 미디어 서비

스를 제공하기 시작하 다[22]. 하지만 소리로만 연결되

는 가상의 공간에서 정제되지 않은 정보를 계속해서 들

어야 하는 한다는 문제 과 차별과 오에 한 안 장

치 부재, 보안 험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23]. 이처럼 빠

르게 확산하는 기술과 다양한 차세  소셜 미디어에서

의 디지털 리터러시 하  역량의 균형 있는 개발은 매우 

요한 과제이므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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