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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정치 활동이나 정책에의 참여활동에 있어서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활동이 더 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정보화

수 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책에의 참여활동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의 정책 활동이 정보화 수

과 어떠한 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해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디지털정보화수 과 정책 활동 만족도 수 과의 계를 분석하 다. 연구결과 장애인들의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인터넷

상시 속가능 여부 등 디지털 근과 정책 활동 만족도 수 과는정(+)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PC이용능력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 등 디지털 정보역량수 과 소득수 도 정(+)의 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유선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 등 디지털 정보활용 등의 수 이 높아질수록 정책 활동 만족도 수 도 정(+)의 계로 증가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 한 디지털 정보화 수 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보화 정책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주제어 : 장애인, 정책 활동 만족도, 정보소외계층, 디지털 근격차, 디지털 역량격차, 디지털 활용격차

Abstract In recent years, activities have become more important in political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in policies. 

Therefore,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can affect the participation in policy in the online environment. In this 

study, we examined how the policy activities of the disabled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informatization level. To 

this end,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policy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igital divide survey of 2017.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shows that the disabled people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digital access and policy activity 

satisfaction levels such as the possession of wired / wireless information devices and Internet accessibility. Second, 

it is found that digital information capacity level and income level such as PC utilization ability and mobile digital 

device utilization ability have a positive (+) relationship.

Third, as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such as wired and mobile Internet usage increase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policy activities also increased positively. This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needs various 

information policy to increase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of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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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ility Gap, Digital Application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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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정책(政策)은 결정 사항을 안내하고 합리 인 결과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나 규율을 가리킨다. 사

의미로는 정치나 정무를 시행하는 방침이다. 정책의 정

의는 일반 으로 라스웰의 견해를 따르는 편이다. 정치

학자 Lasswell은 국가의 정책 결정이 단순한 합리성을

한 것이 아닌 이론과 실 사이의 격차를 여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해 사회의 변

화를 제한 정부의 활동을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정책

은 의제설정에서부터 정책결정과 집행, 평가 환류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합리 인 목표와 체계 인 안 탐

색이 요구되는 문제해결 과정이다[1]. 정치 활동이나 정

책에의 참여활동에 있어서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활동이

더 요해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선거운동이 장 등에서 이 지기 보다

는 온라인에서의활동이 더 요해짐을 볼 때, 정보화 역

량 수 이 정치활동이나 정책 활동에의 향력 정도는

훨씬 더 커졌다고볼 수 있다. 따라서디지털정보화 수

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책에의 참여활동에도 향을 미

칠 수 있다.

해마다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의

상은 일반국민과 정보소외계층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다

면 과연 디지털 정보화역량 수 은 정보소외계층 특히

장애인들의 삶에는어떠한 향을주고받을것인가 ? 특

히 그 에서도 정부의 정책과정에 어떻게 향을 미치고

혹은 미치지 못할까 ?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연구 질문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 다.

그동안 정보격차와 련된 장애인들을 상으로 한

연구들은 부분 실태 악이나 그들의 열악한정보화 수

에 한 진단 측면에서의 연구가 부분이었다[2-4].

그러나 일반국민들의 온라인 상에서의 정책참여가

시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 이즈음장애인들은 정책과

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혹은 디지털정보화수 이

그들의 정책활동 만족도 수 과 한연 은 없는지에

한 본 연구는 매우 창의 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활동이나 정책 활동이 정보화 수

과 어떠한 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2017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 과정책 활동만족

도 수 과의 계를 밝 내고자 하는 것이다. 만일, 장애

인들이 디지털정보 근, 디지털 정보 활용, 디지털정보역

량 등 정보화 수 에 따라 정책활동만족도수 도차이

가 있다고 밝 진다면, 장애인들에 한 정보격차 해소

를 한 정책 략이나 근에 있어서 요한 시사

을 도출할 것이라 단된다. 정보소외집단에 있어서 특

히나 그 에서도 가장 정보화수 이 낮다고 단되는 장

애인그룹에 한 정부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은 매우 시

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먼 디지털정보격차지수에 한 문헌연

구를 하고, 경험 분석을 통해 장애인들의 디지털정보

화수 과 정책 활동 만족도 수 간의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는 장애인들의 디지털정보화수 과 소득수

간의 회귀 분석결과를 토 로 정책 함의를 이끌어내

고자 한다.

2. 론적 배경

2.1 지털정보화 수

디지털 정보격차지수는 일반국민의 정보화수 을 기

으로 하여 일반국민과 정보소외계층 간 상 디지털

정보격차 수 을 지수화한 것이다. 즉, 일반국민의 디지

털정보화수 을 100으로 할 때 정보소외계층(장애인,

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의 디지털정보화수 을 측정하

여 일반국민과의 격차를 산출한 것이다.

유무선 융합 정보통신기기 서비스에 한 일반국

민 비(100이라고 가정) 정보소외계층 근, 역량, 활용

수 을 종합한 수를 의미한다. 디지털정보격차지수는

스마트 근격차(20%), 스마트 역량격차(40%), 스마트

활용격차(40%)의 가 합계로 산출하게 된다.

디지털정보 근지수는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

(0.5) + 인터넷 상시 속가능 여부(0.5) 등의 합을 계산

한 것이며, 디지털정보역량지수는 PC 이용능력(0.5) + 모

바일기기 이용능력(0.5)의 합을 말한다. 한 디지털정보

활용지수는 유선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 + 인터

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0.2)

의 합을 나타낸다[5].

2.2 지털정보화수 과 정책활동만족도

디지털 정보격차지수를 산출하는 것은 일반국민과 정

보 소외계층 간정보격차수 을 근/역량/활용 부문별

로 세분화하여 측정·분석할 수 있는 정보격차지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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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효과 인 정보격차해소 정책의수립과 성과측정

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서 그 의의를 찾

을 수 있다[3].

장애인의 경우 정보격차지수 조사를 시작한 2004년부

터 다른 집단들과 비교하여 정보화 수 이 낮은 편이었

다. 한 2016년부터는 그동안 PC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

수 을 조사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유무선환경하에서의

디지털정보화격차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하 다. 아래

Table 1 디지털정보화격차 실태조사의 결과 정보소외계

층 에서도 특히나 장애인 그룹의경우에는 디지털정보

화 수 역시 낮은 수 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 2015 2016

Disabled 60.2 62.5 65.4

Farmers &
Fishermen

51.4 55.2 61.1

Senior 42.4 45.6 54.0

average 50.1 52.4 58.6

Table 1. Digital information level of the 

underprivileged compared to the whole 

nation

장애인들의 경우 온라인에서의 정보화 수 격차가 낮

음으로 인해 온라인에서의 정책 활동에의 참여 정도가

낮을 것으로 유추된다. 한 온라인에서의 정책참여정도

는 근 뿐 아니라 역량이나 활용에 있어서도 같이 낮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4]. 물론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정

보화 수 으로 인해 정책과정에의 참여나 향력에의 수

역시 낮을 것이며, 이로 인해 정책 활동에 한 만족

도 수 역시 낮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장

애인들의 정보화 수 과 정책 활동 만족도 수 간의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보

여 진다.

3. 애  정보화수 과 득수  

3.1 조사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의 정보화수 과 소득수 과의 계

를 밝히고자 하는데 목 이 있으며, 이를 해우선 2017

년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인집단의 디지털정보격차지수와 정책 활동 만족도 수

간의 계를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반 스

마트 환경에서의 디지털정보격차수 과의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2017년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의 장애

인 표본추출방법은 2017년 8월 1일 재 ‘장애인 복지법’

에 의해 등록된 국의 만7~69세 장애인 (지체·뇌 병변·

청각/언어·시각 장애유형 기 )을 상으로 실시하고, 성

/연령/장애유형/ 역지자체별 비례할당표집 방법으로 시

행하 다[5]. 실태조사를 한 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인면 조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주기는 연 1

회로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의 회귀분석을 해 SAS

9.3을 이용하 다.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수 과 정책 활동 만족도 수

간의 계를 분석하기 해서는 디지털 근지수, 디지털

역량지수, 디지털활용지수 디지털종합지수 항목, 그리

고 정책 활동 만족도 수 과 련된 측정문항을 활용하

여 분석하 다. 정책 활동 만족도 수 1 에서 4 까지

의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3.2 애  지털정보화 수 과 정책 활동 만족

도 수 과  단순회귀 

이하에서는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수 과 정책 활동

만족도 수 과의 계를 회귀분석을통해 밝히고자한다.

Fig. 1에서 왼쪽은 정책활동 만족도 수 을의미하며,

아래쪽은 근지수를 의미한다. 장애인의 경우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 근지수와 정치 정부활동

만족수 과의 계를 살펴본 결과 두 변수간의 분포도

계는 양(+)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털

근지수가 10 증가할 때 마다 정책 활동 만족수 은

0.05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Distribut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access index of the 

disabled and the policy satisfac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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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역

량지수와 정치 정부활동 만족수 과의 계를 살펴본

결과(Fig. 2 참고) 두 변수간의 분포도 계는 양(+)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털역량지수가 10 증가

할 때 마다 정책 활동 만족수 은 0.04단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2. Distribut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competence index of 

the disabled and the policy satisfaction 

level

장애인의 경우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털활

용지수와 정치 정부활동 만족수 과의 계를 살펴본

결과(Fig. 3 참고) 두 변수간의 분포도 계는 양(+)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 추정 결과 디지털활용지수가 10 증가

할 때 마다 정책 활동 만족수 은 0.06단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3. Distribut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Utilization Index and the 

Policy Satisfaction Level of the Disabled

한 장애인의 경우 2017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디지

털종합지수와 정치 정부활동 만족수 과의 계를 살

펴본 결과(Fig. 4 참고) 두 변수간의 분포도 계는 양(+)

으로 나타났고 단순회귀추정 결과 디지털종합지수가 10

증가할 때마다 정책 활동 만족수 은 0.06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Distribution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digital composite index

3.3 논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장애인 집단의 디지털정보화수

과 정책 활동 만족도 수 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 디

지털정보화수 이 정책 활동 만족도 수 에 미치는 향

이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화수 이 높아

짐에 따라 정책 활동 만족도 수 역시 높아짐을 의미한

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들에 한 디지털정보화 수

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정보격차해소 책이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들을 상으로 한 정보화수

과 정책 활동 만족도 수 과의 계에 한 회귀분석 결

과에 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들의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인터넷 상

시 속가능 여부 등 디지털 근과 정책 활동 만족도 수

과는 정(+)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PC이용능력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 등

디지털 정보역량수 과 소득수 도 정(+)의 계를 가짐

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유선 모바일인터넷이용여부등 디지털정보

활용 등의 수 이 높아질수록 정책 활동 만족도 수 도

정(+)의 계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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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이 의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장

애인들의 정책활동이 디지털정보화수 과 깊은 향

계가 있음을 밝 냈다는 에서 본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수 에 따라 정책 활

동 만족도 향을 받는 다는 사실을 밝 냈으며, 이로서

향후 정보소외계층 특히 장애인 집단에 한 정보격차해

소 정책을 한 정부의 다양한 심 노력이 수반되어

야 할 것이다.

특히나 장애인의 경우 디지털활용과 정책 활동 만족

도 수 간의 회귀계수가 가장 높았다. 즉, 그 둘 간의

향력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지털활용

수 을 높이기 한 노력이 수반되어야만장애인들의 정

책 활동 만족도 수 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8-10].

디지털 정보 활용 수 을 높이기 해서는 � 유선

모바일 인터넷 이용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 인

터넷 심화 활용정도 등의 수 을 높이기 해 노력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을 높이기 해서는 정

보 검색, 자우편, 매신 , 교육, 화/음악/ 자책 등의

콘텐츠이용, 일반블로그 운 ,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 커

뮤니티 서비스, 교통정보 지도, 제품구매 약/

매, 융서비스, 행정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동안

장애인들을 상으로 디지털활용 수 개선을 해 맞춤

형 정보화교육이나 실질 인 모바일 기기활용역량 등을

강화하기 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11-13].

한 스마트환경변화를 반 한 정보화교육이나 스마

트 기기의 지원 등 실을 반 한 정책 등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14]. 한 장애인외에도 정보소외계층에 한

지속 인 정보격차해소 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15,16]. 장애인과더불어 농어민이나 소득계층역시 그

차이가 있을 뿐 일반국민들에 비해디지털정보화 수 이

낮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들의 정보화수 과 정책 활동

만족도수 간에는양(+)의 계가있음을 알수 있었으

며, 향후 정보소외계층을 상으로 한 디지털 정보격차

정책수립에 본 연구 결과가 기여할 것으로 이해된다.

한 이번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농어민, 소득계층,

북한이탈주민 등 여타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수 과 소

득수 간의 계에 해서도 연구해 보는 것 역시 매우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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