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인간 사회의 다양한 차이는 살아가는 공간에 그대로

투영된다”[1]. 이러한 차이는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발현

될 때 이를 우리는 지역격차라고 일컫는다. 도시와 농촌

이라는 지역적 차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차이를 빚어낸

다[2, 3]. 도시와 농촌 간에는 경제적 격차, 문화 격차 등

등 다양한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정보에 접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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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적 차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차이를 빚어낸다. 도시와 농촌간에는 경제적 격차, 문화 격차 
등등 다양한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도시와 농촌지역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소외계층 중에서도 특히 정보격차 수준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더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농어민그룹을 대상으
로 정보격차와 소득격차간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즉, 농어민들의 정보격차현상이 소득격차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어민들의 정
보화수준과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농어민들의 정보화수준과 가구소득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그 회귀계수 추세가 양(+)으로 나타나 농어민들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보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농어민, 소득수준, 정보소외계층, 접근격차, 역량격차, 활용격차 
Abstract  The regional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make many diverse differences. There are 
various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such as economic gap and cultural gap. There is also a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accessing and utilizing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ormation gap and the income gap among farmers and fishermen 
groups, where information gap is considered to be more serious than other groups. In other words, we tried to 
examine whether the information gap between farmers and peasants affects the income ga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zation level and income of farmers based on the 
information gap index and survey results conducted every year by the govern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farmers and household 
income. In addition, the trend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 is positive, suggesting that the government needs 
various informatization policies to increase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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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데있어서도도시와농촌지역을차이를보이고

있다[4, 5]. 2004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격

차지수 및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일반국민들에 비해 장

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여성

등정보소외계층의정보격차가매우큰것으로나타나고

있다[6, 7]. 물론 정보격차를 시행하기 시작한 2004년에

비해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나, 최근 스마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그 격차는 점점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8].

본 연구는 정보소외계층 중에서도 특히 정보격차 수

준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더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농어

민그룹을대상으로하여정보격차와소득격차가과연관

계가있는가 ? 하는연구질문에서시작하였다. 즉, 농어

민들의 정보격차현상이 소득격차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그동안 정보격차 및 정보화

수준에대한결정요인과실태에대한선행연구들은많이

있었지만, 정보화수준과소득수준과의상관관계를밝혀

낸 연구는 이뤄지지 못했었다. 더구나 대표적인 정보소

외계층이라고할수있는농어민집단에대한정보화수준

과 소득수준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 또한 수행되지 않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소외계층 중에서도 가장 정보

화수준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는 농어민집단을 대상으로

농어민집단의 정보화수준과 소득수준과의 관계를 분석

하고향후우리정부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대책에대해

서논하고자한다. 본연구의목표는정보격차지수및실

태조사의결과를바탕으로농어민들의정보화수준과소

득수준과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만일, 농어

민들이 정보 접근, 정보 활용, 정보 역량 등 정보화 수준

에 따라 소득수준도 차이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농어민

그룹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전략이나 접

근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라 판단된다.

정보소외집단에 있어서 특히나 그중에서도 가장 정보화

수준이낮다고판단되는농어민그룹에대한정부의정보

격차해소 정책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먼저정보격차지수에대한문헌연구를하

고, 경험적 분석을 통해 농어민들의 정보화수준과 소득

수준간의관계를분석하고자한다. 끝으로는농어민그룹

의 정보화수준과 소득수준간의 회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화 지수
정보격차지수란 정보소외집단을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지수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즉, PC 기반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 낙오되지 않고 생활

할수있는기본적인정보화수준의개인간격차를측정

한 것을 말한다[9]. 정보격차지수는 일반국민을 100이라

고 볼 때 이와 비교하여 정보소외집단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보격차지수는 1에서부터 100점까

지의 범위안에서 그 지수값이 매겨지며 값이 100에 가

까우면가까울수록정보격차역시커지는것을의미한다.

또한 정보격차 지수는 접근격차, 역량격차, 활용격차의

합계로 계산되며 접근격차는 30%, 역량격차는 20%, 활

용격차는 50%의 비중으로 계산된다[9]. '15년 디지털정

보격차실태조사[9]보고서에의하면 “접근격차란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접근 용이성을 말하며, 역량격차란 컴퓨

터 응용 S/W 및 인터넷 사용능력 수준 등을 의미한다.

또한활용격차는컴퓨터, 인터넷의이용량(양적활용), 일

상생활 도움 및 활용정도(질적활용)을 의미한다.”

2.2 정보격차 지수와 소득수준
이처럼정보격차지수를산출하는것은일반국민과정

보소외계층간정보격차수준을접근/역량/활용부문별

로 세분화하여 측정·분석할 수 있는 정보격차지수 산출

을통해효과적인정보격차해소정책의수립과성과측정

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하는데서그의의를찾

을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수행된 정보격차지수조사를

통해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적 대안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pendix 1>을 보면, 지역적으로 농촌이나 어촌에 거

주하는 농어민들의 경우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

간동안정보격차가다른집단들에비해꾸준히낮은것

을 알 수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볼 때, 농어민의 정보

화수준의경우 69.4점으로나타나다른집단에비해가장

낮음을알수있다. 물론이는 2004년(33.8점)에비해 35.6

점이나 정보화수준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다

른집단도역시동일하게정보화수준이높아졌음을감안

할때, 절대정보화수준의점수가높아졌다고할수없다

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지역적으로 볼 때

정보화 인프라가 잘 정비되고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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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인프라나소득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농어촌지

역의정보화수준은차이가있을것으로유추할수있다.

또한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 간에는 경제격차까지도 존

재할 수 있다. 물론 정보격차가 소득격차를 발생시킨다

는 것이 경험적으로 그 상관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

만둘간의상관관계가높을것임에대해서많은사람들

이 예견하고 있다[10]. 따라서 이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

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보여 진다.

3. 농어민의 정보화수준과 소득수준 
3.1 조사방법
본연구는농어민의정보화수준과소득수준과의관계

를밝히고자하는데목적이있으며, 이를위해우선 2004

년 이후 2015년까지의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결과

를 바탕으로 농어민집단의 정보격차지수와 소득과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반 스마트 환

경에서의정보격차가아닌 PC기반환경에서의농어민정

보화수준과 소득과의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미래창조과학부

가 시행한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

료를 활용하였다.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농어민

표본추출방법은 15세 이상 농어민의 성/연령/지역/직업

별 구성비에 따라 표본 수 할당을 실시하고, 시/군/구를

무작위추출한후, 추출된시/군/구를방문하여농어가를

선별하여시행하였다. 실태조사를위한설문은구조화된

설문에의한대인면접조사로진행하고있으며, 조사주기

는연 1회로진행하였다. 본연구에서의상관관계분석을

위해 SAS 9.3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기법은빈도분석, 상

관분석을 이용하였다.

농어민의 정보화 지수와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접근지수, 역량지수, 활용지수 및 종합지수 항

목, 그리고 가구소득과 관련된 측정문항을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소득수준은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대상

가구월평균소득항목을이용하였다. 소득수준은 1. 50만

원미만, 2. 50-99만원, 3. 100-149만원, 4. 150-199만원, 5.

200-249만원, 6. 250-299만원, 7. 300-349만원, 8. 350-399

만원, 9. 400-499만원, 10. 500-599만원, 11. 600만원이상

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여기서의 소득은 가족 구성

원의 모든 수입(임대료, 이자수입, 연금 등)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15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9]보고서에 의하면

“정보화수준을측정하기위한정보격차지수는접근지수

(0.3), 역량지수(0.2), 활용지수(0.5)의 합으로 계산된다.

접근지수는 필요시 PC 및 인터넷 접근가능성(0.6), 정보

통신기기 보유정도(0.2), PC 기종 및 인터넷 접속방식

(0.2)의 합으로 계산된다. 역량지수는 컴퓨터 이용 기본

능력(0.5) 및 인터넷이용기본능력(0.5)의 합으로산출된

다. 활용지수는 양적활용지수(0.6) 및 질적활용지수(0.4)

의 합으로계산되는데, 양적활용지수는 PC 및인터넷이

용여부(0.7) 와 PC 및 인터넷이용시간(0.3)의 합으로계

산되며, 질적활용지수는 PC 및 인터넷 일상생활 부문별

도움정도(0.6) 및 PC 및 인터넷 기본용도별 이용정도

(0.4)의 합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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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별 각 정보격차지수와 가구소득과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Table 1>에 나타나 있는

모든상관계수는 1%의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

다. 농어민의 정보격차지수와 가구소득과의 상관계수가

클수록 둘의 상관관계 역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어

민의정보화지수와가구소득과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

로 나타났다.

Group
Access
index

Compete
ncy Index

Quantitative
utilizationind
ex

Qualitive
utilization
index

Utilization
index

Composit
e index

Farmers &
Fishermen

0.44 0.45 0.46 0.44 0.47 0.50

<Table 1> Correlation between informatization 
           index and household income

3.3 농어민 정보화 수준과 소득과의 단순회귀 분석
이하에서는 정보화수준과 가구소득과의 관계를 회귀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Fig. 1] 에서 왼쪽은 가구소득을 의미하며, 아래쪽은

접근지수를의미한다. 농어민의경우 2004년부터 2015년

까지 12년간자료를근거로하여접근지수와가구소득과

의관계를살펴본결과두변수간의분포도관계는양(+)

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접근지수가 10 증가

할때마다가구소득은0.15단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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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accessibility index and household 
income of farmers and fishermen 

[Fig. 2]에서 보듯이 농어민의 경우 2004년부터 2015

년까지 12년간자료를근거로하여역량지수와가구소득

과의관계를살펴본결과두변수간의분포도관계는양

(+)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추정 결과역량지수가 10 증

가할때마다가구소득은 0.20단위증가하는것으로나타

났다.

[Fig. 2] Distribut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competency index and household 
income of farmers and fishermen

[Fig. 3] Distribut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quantitative utilization index and 
household income of farmers and fishermen

또한 [Fig. 3]에서 보듯이 농어민의 경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양적활용지수와

가구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변수간의 분포도

관계는 양(+)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양적활

용지수가 10 증가할때마다가구소득은 0.11단위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에서 보듯이 농어민의 경우 2004년부터 2015

년까지 12년간자료를근거로하여질적활용지수와가구

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변수간의 분포도 관계

는 양(+)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질적활용지

수가 10 증가할 때 마다 가구소득은 0.17단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Distribut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qualitative utilization index and 
household income of farmers and fishermen

[Fig. 5]에서 보듯이농어민의경우 2004년부터 2015년

까지 12년간자료를근거로하여활용지수와가구소득과

의관계를살펴본결과두변수간의분포도관계는양(+)

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활용지수가 10 증가

할때마다가구소득은0.14단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Fig. 5] Distribut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utilization index and household 
income of farmers and fisher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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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에서 보듯이농어민의경우 2004년부터 2015년

까지 12년간자료를근거로하여종합지수와가구소득과

의관계를살펴본결과두변수간의분포도관계는양(+)

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종합지수가 10 증가

할때마다가구소득은0.19단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Fig. 6] Distribut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composite index and household 
income of farmers and fishermen

4. 결론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자료를 근거로 하여

회귀분석을시행한결과농어민집단의정보화수준과가

구소득간의관계를분석한결과정보화수준이가구소득

에미치는영향이양(+)의방향으로나타났다. 이는정보

화수준이높아짐에따라가구소득역시높아짐을의미한

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어민들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높

일수있는정부의정보격차해소대책이필요함을알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수준

과 소득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연

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민들의 PC 및인터넷이용필요시사용가능

여부 등정보 접근과소득수준과는정(+)의 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등 정보역량수준

과 소득수준도 정(+)의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인터넷이용여부등양적활용과정보검색등질

적활용등의 수준이높아질수록소득수준도 정(+)의 관

계로증가한다는것을알수있었다. 또한이러한연구결

과들은사실기존의추론적인수준에서의연구결과들을

실증적으로뒷받침하는연구였다는점에서본연구의의

의를찾을수있다하겠다. 즉, 기존의연구들[12-14]에서

는정보소외계층의정보화수준이경제수준, 즉 소득수준

에도영향을미칠것이라는논의를하고있으며, 본 연구

는 그러한 추론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과같이농어민의정보화수준에따라소득수준도

영향을 받는 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로서 향후 정보

소외계층특히농어민집단에대한정보격차해소정책을

위한정부의다양한관심및노력이수반되어야할것이

다. 그동안우리정부는「국가정보화기본법」에따라정

보격차해소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국가정보화기본

법」제31조는정보격차해소시책의마련을규정하고있

으며,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는모든국민이정보통신

서비스에원활하게접근하고정보를유익하게활용할기

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3조에서는 정보격차 해

소와관련된기술개발및보급지원에대해규정하고있

으며, 농어민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에게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는재정지원및기술적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기반해서 우리 정부는 매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

화 교육, 정보화 기기개발 및 보급, 웹 접근성 제고 등을

시행하고있다[11]. 그런데문제는이러한정보격차해소

정책의 대부분이 “PC조작과 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것”[11]이라는것이다. 대부분의정보격차해소정책이단

순한기기조작과관련된교육등이대부분이라는점이다.

하지만 현재는 스마트환경으로 변화하는 시기임을 감안

할때환경변화를반영한정보화교육이나스마트기기의

지원등현실을반영한정책등이시행되어야할것이다

[12, 13]. 또한 농어민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격차해소대책이시행되어야할것이다[14, 15]. 향후

스마트환경에서는 이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는 그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농어민들의 정보화수준과 소득 수준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정

보소외계층을대상으로한정보격차정책수립에본연구

결과가 기여할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

하고본연구는한계점역시노정되었다. 우선, 이번연구

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장애인, 저소득계층, 북한이탈주

민 등 여타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수준과 소득수준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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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대해서도연구하는것역시매우의미가클것으

로 보인다.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

한정보화수준은일반국민들에비해그격차정도가점점

커지고있다는평가가우세한만큼이들집단에대한정

보화수준과소득수준간의관계를밝혀내는것역시매우

의미있는연구가되리라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만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으나 향후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을포함한경제적수준을종속변수로삼아분석

하는것역시필요하리라판단된다. 즉, 경제적수준에는

소득수준 뿐 아니라 삶의 질이나 여유로움 등을 포함하

는 다양한 의미의 경제적 수준을 분석 하여 정보자원이

얼마나 주어지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나 소득에 어떻게

영향을주는지를밝혀보고자한다. 셋째, 본 연구는이전

에이미조사된자료를 2차적으로활용하여연구를설계

하여독립변수및종속변수를분석하는데한계가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설문을 다시 재구성하

여 조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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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icapped Low-income
Farmers &
Fishermen

Elders Average

Informatization
level

2004년 57.5 55.6 33.8 40.9 45.0

2006년 73.9 73.0 49.8 58.4 62.0

2008년 78.8 78.1 57.9 64.2 68.0

2010년 81.3 80.5 61.8 67.5 71.1

2011년 82.2 81.4 63.6 69.2 72.4

2012년 83.4 82.2 64.8 71.2 74.0

2013년 83.8 83.2 67.8 72.6 75.2

2014년 85.3 85.3 69.4 74.3 76.6

Access

2004년 73.0 61.1 51.3 66.3 63.7

2006년 85.4 79.6 69.5 82.9 80.2

2008년 92.6 87.9 80.9 92.5 89.7

2010년 93.4 89.5 86.2 93.8 91.8

2011년 93.5 90.9 87.5 94.3 92.7

2012년 93.9 92.3 87.5 94.9 93.4

2013년 94.7 93.7 88.6 94.3 93.6

2014년 96.4 74.4 89.3 94.9 94.3

Competency

2004년 41.1 49.9 18.3 17.7 27.5

2006년 61.0 67.1 29.1 32.4 42.9

2008년 66.0 69.1 33.2 34.5 45.7

2010년 72.8 75.8 37.2 39.4 50.8

2011년 75.1 76.6 38.0 42.8 52.8

2012년 79.0 76.8 39.0 48.0 56.1

2013년 79.8 78.0 43.1 53.9 60.0

2014년 82.1 84.2 47.9 59.0 64.1

Usage

2004년 48.1 52.5 22.4 24.4 33.1

2006년 66.1 68.1 36.2 41.1 49.2

2008년 68.8 71.0 42.5 44.9 53.1

2010년 71.7 73.0 45.0 49.5 56.5

2011년 72.9 73.3 47.2 51.9 58.2

2012년 74.1 73.9 49.8 54.4 59.9

2013년 74.6 74.7 55.4 57.5 62.3

2014년 75.7 76.8 56.7 59.3 63.5

Quantitative
Usage

2004년 48.9 53.7 23.5 25.9 34.2

2006년 67.8 69.3 38.1 41.7 50.3

2008년 70.5 72.6 44.4 45.7 54.4

2010년 74.0 74.1 46.6 50.0 57.5

2011년 74.4 74.4 48.4 51.9 58.6

2012년 74.9 75.0 51.3 53.2 59.7

2013년 75.2 75.9 56.1 57.4 62.6

2014년 75.4 77.7 56.8 59.1 63.5

Qualitative
Usage

2004년 45.5 49.3 19.5 20.7 29.6

2006년 62.0 64.9 31.3 39.5 46.4

2008년 64.5 67.6 37.5 42.9 50.1

2010년 66.2 70.5 41.2 48.3 54.1

2011년 69.3 70.8 44.4 52.0 56.8

2012년 72.5 71.2 46.2 57.3 60.4

2013년 73.2 71.8 53.8 57.7 61.6

2014년 76.5 74.4 56.7 59.5 63.4

<Appendix 1> Informatization level of underprivile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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