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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와 지식의 소유 또는 접근에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 특히 경제적 불평등 역시 매우 커질수 있다. 정보격차는 
소득격차로 더 나아가서 경제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들어 스마트환경으로 진화하면서 우리사회는 정보격차에 있어 
좀 더 복잡한 상황을 맞고 있다. 스마트 환경에서는 기존 PC기반의 유선 인터넷 기반의 환경과 달리 전송수단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격차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
보화수준과 소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만약 우리 국민들의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고 이용하는 역량 수준에 
따라 소득수준에도 차이가 발생한다면 우리정부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이나 전략 등에 있어 새로운 접근이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소외집단에 대한 배려와 관심 및 계속적인 정보격차해소지원책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국민의 정보화수준과 가구소득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그 상관
계수 추세가 양(+)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보화 정책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정보격차, 소득격차, 일반국민, 정보격차지수, 정보격차해소정책
Abstract  Depending on the degree of access to information, social inequalities, especially economic inequalities, 
can increase. The information gap can lead to an income disparity, leading to an economic disparity. Recently, 
as we have evolved into a smart environment, our society is in a more complex situation in the digital divide. 
In the smart environment, unlike the wired Internet based environment based on the existing PC, various media 
services that are not tied to the transmission means are emerging and the information gap in the smart 
environment is causing even more serious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formatization level and income of the Korean people based on the information gap index and the 
results of surveys conducted on the general public in Korea. If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income 
depending on the level of access, utilization,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by the Korean people, a new 
approach or change is needed in the policy or strategy for resolving the digital divide of the Korean 
government.In particular, it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consideration and concern for the information 
alienated group and efforts for the continuous support for the solution of the digital divide. The results show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household incom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 In addition, the correlation coefficient trend is positive, suggesting that the government needs various 
informatization policies to increase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the general public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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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심화에따라고도화된지식정보화사

회에서 정보와 지식은 기존의 자본을 대신하는 주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와 지식의 자원

화는 좀 더 심각한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즉, 정보와 지

식의소유또는접근에따라서사회적불평등특히경제

적불평등역시매우커질수있다는것이다. 정보격차는

소득격차로더나아가서경제격차로이어질수있다. 제4

차 혁명시대 도래와 더불어 많은 전문가들은 다양한 IT

수단이나정보에의접근과활용이가능한사람과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정보격차현상은 좀 더 복잡

한양상을띨것이라고예상하고있다[1]. 즉, 정보부자와

정보빈자 간 정보격차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격차

현상들로 연계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격차

지수및실태조사의대상은일반국민은물론이고정보소

외계층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정보

화수준과소득수준과는어떠한영향을주고받는가 ? 과

연정보격차는소득격차더나아가경제격차로까지연결

되는가 ? 하는 연구 질문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

리국민들의 정보화수준과 소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PC기반의 환경에서의 정보격차

와 소득격차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사

실그동안정보격차관련된많은연구에서정보화수준과

소득수준과의관계에대한실증적인연구가적었던것이

사실이다. 만일 우리 국민들의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

고 이용하는 역량 수준에 따라 소득수준에도 차이가 발

생한다면 우리정부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이나 전

략등에있어새로운접근이나변화가필요하다. 본 연구

가 정보소외집단에 대한 배려와 관심 및 계속적인 정보

격차해소지원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독려하는데 있어

견인차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하에서는 우선 정보격

차와 소득격차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고, 실증분석을 통

해 PC기반환경에서의 정보격차와 소득격차간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정보격차와 소득격차간의

관계분석결과를바탕으로정책적함의를도출하고자한

다.

2. 정보격차와 소득격차
노용환 외(2009)[2]에 의하면, “정보격차는 소득집단

간, 지역간, 교육수준간, 국가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집단에서발생할수있다”. 또한정보격차는정보에의접

근 뿐 아니라, 정보의 활용이나 정보역량 등 다방면에서

의 격차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화는정보부자와정보빈자간의단순한정보접

근에의 문제만이 아니다. 디지털화에 따른 빈부격차는

단순히 정보 부자와 정보 빈곤층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주간동아[3]에 의하면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디지털 인

프라가 집중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격차는 벌이

지게된다. 도시와농어촌간, 중앙과지방간정보화격차

는필연적으로소득격차를배가시키게된다. 디지털화에

따른 빈부격차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즉, 정보를 가지고 있는자와 그렇지 못한자간

에는경제적격차까지벌어지는것이라는설명이가능하

다”는 것이다.

사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으로 까지 발전하고 있는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를 볼 때 향후 정보격

차현상은좀더다양한문제를발생시킬것임은틀림없

는것같다. 주간동아[4]에 의하면, “이미우리가살고있

는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정보격차가 소득격차로 발전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따라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수록 경제적인 격차 역시 심각하게 벌어지게 될 것이라

고 예견된다.

이처럼 정보격차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는 이

견이 없다. 그것이 소득격차와 연계된다는 점에 있어서

는더더욱그렇다고할수있다. Acemoglu(2002)[5]와같

은학자들은 “선진국에서소득불평등이증가하는이유를

정보기술의 확산에서 찾기도 한다. 즉, ICT의 확산은 관

련 분야 종사자들의 임금에 대한 프리미엄을 높이기 때

문에 소득이 불평등해진다”는 것이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다. Lloyd-Ellis(1999)[6]는 “ICT의 확산이 노동생산성

을증가시키기때문에소득불평등을감소시킨다”는상반

된주장을펴고있다. 또한천정효과(ceiling effect)를 주

장하는논의들도있다. 주간동아[7]에 의하면 “정보를얻

는 속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천정에까지 이르

면한군데서만날것이기때문에불평등문제는야기되

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소득은 연령 및 교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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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함께개인이 ICT사용여부를결정하는데제일중요

한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8]. 이는 소득수준의 불평

등이 ICT접근에 대한 불평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기 때

문이다[2]. 따라서 이들 연구결과들을 볼 때 정보격차는

소득격차로 연계된다는 상관관계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격차를 이야기 할 때, 경제적 소득수

준 등의 열악한 위치 때문에 정보격차가 발생한다고 이

야기 한다[9, 10]. 정보격차를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들도

소득수준, 교육수준, 연령등개인이처한사회적환경에

따라 정보접근, 정보역량이나 정보활용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11, 12, 13]. 즉, 소득 등의 개인을 둘

러싼환경이원인변수가되고정보격차가결과변수가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수준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간의 정보격차는

소득수준에의차이를가져온다는연구는비교적많지않

았다. 물론 소득수준이 정보격차를 가지고 오는지 혹은

정보격차가 소득수준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는 사실 중요

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보화를 매개로 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있다는점이다. 즉, 정보나지식이중요한자원

이 되고 있는 시대에서 정보격차는 곧 소득격차를 의미

한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우리나라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시행했

던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보화수준

이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Y= f(X)
Y: Income level X Information level

[Fig. 1] Framework for Collaboration Process

3. PC 기반 정보화수준과 소득수준과의 
관계 

3.1 조사방법
본연구는정보화수준과소득수준과의관계를밝히고

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 2004년 이후

2015년까지의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결과를 바탕

으로정보격차지수와소득과의관계를분석하였다. 위의

문헌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으로 정보격차는

경제적소득수준등으로인한요인들로인해발생한다고

한다. 그동안 수행된 정보격차 연구결과들을 보면, 사회

경제적 환경으로 정도에 대한 접근, 정보역량, 정보활용

에대한정도가달라진다는것이다. 하지만, 경험적인연

구를통해정보화수준이경제수준에영향을미친다는연

구를 그동안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과 소득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이하에서는 PC기반의 정보화수준과 소득과의 상

관관계분석을 위해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자

료를근거로하여일반국민의정보화지수와가구소득과

의관계를분석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전체국민을대상

으로 성·연령·광역지자체별 비례할당표집을 하였다. 설

문은구조화된설문에의한대인면접조사로진행하고있

으며, 조사주기는 연 1회로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SAS 9.3을 이용하였으며, 조사기법은 빈도분석, 상관분

석을이용하였다. 해마다설문문항은동일하나설문대상

이 달라지므로 시계열분석은 진행하기 어려웠다.

정보화지수와소득과의관계를분석하기위해서는접

근지수, 역량지수, 활용지수및종합지수항목, 그리고가

구소득과 관련된 측정문항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스마트활용지수와 가구소득과 관련된 측정문항을 활용

하였다.

정보격차지수는 PC기반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 낙오

되지않고디지털생존에필요한기본적인정보화수준의

개인간격차를측정할수있도록지수를설계한것이다

[14].

1.
Less than

500,000 won

2.
500,000 won
–990,000won

3.
1,000,000won-
1,490,000won

4.
1,500,000won-
1,990,000won

5.
2,000,000won-
2,490,000won

6.
2,500,000won-
2,990,000won

7.
3,000,000won-
3,490,000won

8.
3,500,000won-
3,990,000won

9.
4,000,000won-
4,990,000won

10.
5,000,000won-
5,990,000won

11.
6,000,000won

* Include all family members' income
(rent, interest income, pension, etc.)

<Table 1> Actual Condition Monthly Househol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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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Items

Access index

Possession of PCs in places other than
furniture and furniture
Possession of wireless internet access
device
Internet access in households
Available for PC and Internet access
When using PC and Internet, time to use
Mainly used PC type
How to connect to the Internet

Competency Index
Computer literacy
Internet literacy

Quantitative
utilization index

PC usage (PC usage rate)
Internet Usage (Internet Usage Rate)
PC and Internet usage time (daily average)
PC · Internet daily life Division help level

Qualitative Utilization
Index

Recommended use of PC · Internet

<Table 2> Survey Items of the Information Gap

3.2 정보화 수준과 소득과의 상관관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집단별 각 정보격차지수와 가구소득과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Table 3>에 나타나 있는

모든상관계수는 1%의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

다. 정보격차지수와가구소득과의상관계수가클수록 둘

의 상관관계 역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국민의 정

보화지수와 가구소득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Group
Access
index

Competen
cy Index

Quantitative
utilizationin
dex

Qualitive
utilization
index

Utilization
index

Composite
index

Ordinary
people

0.41 0.38 0.39 0.39 0.41 0.44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opulation 
           Informatization Index and Household Income

Subject

Ordinary people
Population aged 7 years or older nationwide

(5,500 people)

<Table 4> Population Dynamics Survey Population

이하에서는 정보화수준과 가구소득과의 관계를 접근,

역량, 활용으로 구분하여 이들 지수와 소득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보격차를 해소하

려는 정부정책이 효과적이라면 정보화수준과 소득수준

과의 상관관계는 정(+)의 방향으로가는 추세를보일것

으로 기대된다. 접근, 역량, 질적 활용 및 양적활용의 각

각의 측면에서의 정보화수준과 가구소득과의 상관관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 2] 에서 왼쪽은 상관계수를 의미하며, 아래쪽은

연도를의미한다. 일반국민의경우 2004년부터 2015년까

지 12년간자료를근거로하여접근지수와가구소득과의

연도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변수간의 연도별 상

관관계는 모두 양(+)으로 나타났고 연도별 추세는 0.008

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The Correlation Index between the General 
Public Access Index and Household Income 

[Fig. 3]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mpetitiveness 
Index of the General Public and the 
Househol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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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역량지수와 가구소득과의 연도별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두변수간의 연도별 상관관계는 모두 양(+)으로

나타났고 연도별 추세는 0.01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 4] The Correlation between the Quantitative 
Utilization Index of the General Public 
and the Household Income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양적활용지수와 가구소득과의 연도별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두변수간의 연도별 상관관계는 모두 양(+)으로

나타났고 연도별 추세는 0.01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  5] Trend of Correlation between Qualitative 
Utilization Index of General Public and 
Household Income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질적활용지수와 가구소득과의 연도별 상관관계를 살펴

본결과두 변수간의연도별 상관관계는 모두 양(+)으로

나타났고 연도별 추세는 0.00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 6] The Correlation Index of General People's 
Utilization Index and Household Income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자료를 근거로 하여

활용지수와 가구소득과의 연도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두 변수간의 연도별 상관관계는 모두 양(+)으로 나타

났고 연도별 추세는 0.01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The Correlation Index between General 
Index of General Citizens and 
Househol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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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보화 종합지수와 가구소득과의 연도별 상관관계

를살펴본결과두변수간의연도별상관관계는모두양

(+)으로 나타났고 연도별 추세는 0.013씩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4. 결론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집단별 각 정보화지수와 가구소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우리국민의 정보화수준과 가구소득과의 상관관

계는 1%의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양(+)의 관

계를 나타냈다.

또한 그 상관계수 추세가 양(+)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보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실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일반국민의 경우보다 더

우려스러운것은정보소외계층의정보격차라고할수있

다.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

나듯이 정보화수준은 소득수준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 지능정보사회로이동하면

서이러한정보격차현상은우리사회의정보빈익빈부익

부현상을 더욱 더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15].

본 연구를 통해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수

준과소득수준과의관계에대한상관관계분석결과에대

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국민들의인터넷이용여부, PC 및 인터넷이

용 필요시 사용가능 여부 등 정보에의 접근과 소득과는

상관관계를가지며, 정보에의접근수준이높으면높을수

록 소득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인터넷 활용능력 등의 역

량수준이높을수록소득수준도높아진다는것을알수있

었다.

셋째, PC이용여부, 인터넷이용여부등의양적활용및

정보검색 등 질적활용 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

역시높아진다는것을알수있었다. 따라서향후에도정

보화수준을높이기위한정부의다양한정책수립이있어

야한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정보소외계층의정보화

역량을제고하기위한정보격차해소를위한지속적인투

자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같이우리나라일반국민들의정보화수준에따

라 소득수준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

로서 향후정보격차해소를위한정부의관심및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사실 그동안 우리정부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국가

정보화기본법」에 의하면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기

관및지방자치단체는우리나라모든국민들이정보통신

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

리를누릴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다.

아울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지원에 대

해서도 역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입각하

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격차해소대책들을시행하고있다. 그러나실제기관별로

시행되고있는정보격차해소시책들은대부분컴퓨터기

기이용에대한교육이나장애인등일부소외계층에대

한정보기기대여사업등을진행하고있는형편이다. 더

구나이러한프로그램들에대한사용자들의만족도가그

리 높지만은 않으며, 더구나 최근의 스마트환경으로 급

속히변하고있는시점에서볼 때이렇듯단순한컴퓨터

기기 이용교육 등은 그 시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즉, 여전히 대부분의 정보격차해소 대책들이 정

보의접근에만집중적으로이뤄지고있으며, 역량제고나

활용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

서 향후 우리정부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은 그 방향에 있

어좀더미래사회를대비할수있는실질적인수요자중

심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역량제고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의 보급지원 등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통해일반국민들의정보화수준과소득수준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정보격

차를위한정책수립에본연구결과가주는함의가클것

으로 이해된다. 우선, 현재의 정보격차해소 정책들은 대

부분 컴퓨터나 인터넷 기기이용 교육 등에 집중되어 있

으며, 어러한 정책은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

한 본 연구결과에서도 도출되었듯이 정보수준이 소득수

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는 세간에 일부 정보격차해소 지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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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서도 본연구결과가

지니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물론 현재 정보격차해소

를 위한 일부의 지원사업들에서 예산 낭비적 요소에 대

한 꼼꼼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함을 물론이다. 이러한 함

의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한계점이 노정되었다. 우선 이

번연구에서다루고있지않은정보소외계층의정보화수

준과소득격차수준간의관계분석은향후에는반드시이

뤄져야할것이다. 특히장애인이나저소득층, 농어민등

소외 정보소외계층의 경우 역시 정보화수준과 소득수준

이정(+)의 관계에서영향을가지고있는지등에대한후

속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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