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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보의 편중과 과독점을 정보격차
내지는 정보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보민주주의와 정보복지라는 두 가지 이론
적 논의를 바탕으로 지식기반 사회의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을 극복하는 정책적 대
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격차를 야기하는 사회적 기제를 논의
하고 각종 사회조사 통계의 분석을 통해 정보격차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정
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이론적 근거로서 정보민주주의와 정보복지 개념을
논의하고, 국내외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기존의 노력들은 주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
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맞추
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의미있고 또 중요한 것이
지만, 정보격차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 접근을 보장하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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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아니라 정보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정보사회에서의
사회적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1. 서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의 혁신으로 도
래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전자민주주의1)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만연해
있다. 즉 ICT혁명이 일반시민의 광범위한 정치적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른바‘강한 민주주의’
(Barber, 1984)를 가져 올 것
이라는 희망이 그것이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전자민주주의에 대
한 이런 낙관적 전망과는 반대로 ICT의 발달과 함께 날로 심화되는 정보의 편중
과 과독점에 대한 경고도 커지고 있다(Shiller, 1996).
정보가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의 편중과 과독점은
정보라는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정보격차(information gap
또는 digital divide)2) 내지는 정보불평등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격차 또는 정

1)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민주주의의 결합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 원격민주주의(teledemocracy), 모뎀 민주주의(modem democracy), 모자이크 민주
주의(mosaic democracy), 누름단추 민주주의(push-button democracy) 등 다양하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사이버 민주주의(cyberdemocracy), 가상민주주의(virtual democracy), 디지털 민주주
의(digital democracy)와 같은 용어도 쓰이고 있다. 이들 용어는 대부분 정치학적 맥락에서
ICT와 민주주의와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전자민주주의’계열의 용어라고 하
겠다.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Arterton(1987); Becker and Slaron(2000);
Browning(1996); Calabrese and Borchert(1996); Friedland(1996); Hacker and van Dijk(2000);
Hague and Loader(1999); Street(1977); Tsagarousianous, Tambini, and Bryan(1998). 한편, 정
보민주주의(information democracy)는 보다 사회학적 맥락에서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에 초
점을 두고 만들어진 개념이다. 정보접근권과 정보복지 등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용어는 본 연구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이다.
2) 일부 논자들은 정보격차와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를 구분하기도 한다. 개념적인 측면
에서 디지털 디바이드가 정보기기의 소유와 접근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면 정보격차는 정
보 활동과 정보의 이용에 관련된 차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보기기의 접근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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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불평등은 두 가지 중요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한다. 하나는 권력자원의 불평등
한 배분에 의한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의 침식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자원의 불
평등한 분배로 인한 사회적 삶의 훼손이다. 결국 정보편중과 정보의 과독점은 지
식기반사회의 전망을 암울하게 하고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보의 편중 및 과독점 현상을 정보격차 내지는 정보
불평등으로 개념화하면서, 정보격차 현상이 지식기반사회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와‘정보복지
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정보민주주의(information democracy)’
(information welfare)’
를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 먼저 정보격차를 야기하는 사회적
기제를 밝히고 정보격차의 현황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격차의 결과를 민
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의 침식과 사회적 삶의 훼손의 차원으로 바라보고 이를 극
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정보민주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정보민주주의의
이념적 지향에 근거한 실제적인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 정보민주주의
의 정책적 지향은 정보복지의 개념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보
편적 접근(universal access)의 차원에서 정보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기구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정보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기존 제도의 규제를 검
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정보의 보편적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 투자의 방향을 모색하고, 자원 공유와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시민운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며 국민 개개인의 정보능력 향상에 대한 방안
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정보민주주의와 정보
복지 개념을 바탕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며,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실천적 노력으로 지식기반사회의 전망을 새롭게 설
정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유는 정보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어 각 개념이 외연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도 정보격차와 디지털 디바이드의 개념적 차이를 전제하기보다는 각 개념의 확장된 의미를
수용하여 같은 맥락에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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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격차와 정보 불평등
1) 정보격차와 정보 불평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보급과 확산을 놓고 본다면 한국 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
이행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이용에 관한 성별, 연령
별, 지역별, 학력별, 소득별 격차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ICT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ICT의
접근에 집단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좁혀지기보다는 그대로 지속되거나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는 점이다.
따라서, 지식정보사회를 둘러싼 논란 가운데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정보부자(information haves)’
와‘정보빈자(information have-nots)’사이의 격
차이다.‘정보불평등’
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런 현상은 ICT의 발달과 함께 사
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보부자와 정보빈자 사이에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가 최
근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일찍이 1970년에 티취너 등(Tichenor, Donohue, and
(knowledge gap) 이론은“사회체계 속으로 매스 미
Olien, 1970)이 제시한‘지식격차’
디어 정보의 확산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
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보를 취득하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두 집단간의 정
보의 격차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Tichenor et al., 1970: 159)
는 점을 보여준 바 있다.
1980년대에 컴퓨터의 보급이 확산되고 정보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지식격차의
개념은 정보격차로 확대되었다.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는 지식격차보다 훨씬 광범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컴퓨터와 같은 ICT 하드웨어에서부터 그것을 다루는
기술과 이용패턴에 이르기까지 정보사회에 접근하는 거의 모든 조건들을 포함하
고 있다. 이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역시 새로운 정보기기와 서비스의 소유 및
접근 가능성에서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서, 정보 격차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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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격차가 언젠가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
이종(2000)에 따르면, 정보격차는 정보확산의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차이
가 아닌 구조적인 차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보격차는 정보
접근 및 활용능력을 키울 수 없게 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없
게 하여 더 나아가 교육의 기회와 직업 선택의 기회, 문화생활의 기회 등을 제약
함으로 해서 결국 삶의 질을 제약한다.
그러므로 정보격차는 결국에는 정보 불평등의 구조를 만들어 낸다.3) 정보는 소
비재인 동시에 생산재이므로 정보격차는 소비생활은 물론 생산활동에서의 격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심각한 정보불평등은 한 사회 내에 지위, 소득, 권력 등 가치의
편향된 분배를 낳게 되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게 되기 때문이다(윤영
민, 2000). 더군다나 정보불평등은 산업사회에서의 불평등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흔히, 정보불평등은 정보통신기술과 기기, 인터넷과 고
속정보망과 같은 통신네트워크,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핵심적
정보화 자원에의 접근기회와 활용능력의 격차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경제
적 결과를 지칭한다. 그런데,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의 분해과정은 단순히 산업사
회에서의 불평등구조가 증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보의 유형, 정보의 활용능
력, 접근기회에 따라 대단히 복잡한 다중적 분절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격차가 전통적 불평등 구조와 중첩되는 것은 물론, 이전보다 훨씬
복잡한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 내게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결국, 보편적 서
비스를 증대하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정보화는 전통적 불평등을 더
욱 고착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불평등 구조까지 배태할 위험이 있다.

3) 정보격차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정보부자)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정보빈자)간의 단절
을 의미하는 용어로 격차란 의미가 정보의 활용여부의 개인적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경
향을 보인다. 반면에 정보 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정보 활용의 결과까지를 쟁점화 하는 경향에서는 정보격차 대신에 정보 불평등이라는 용어
를 사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두 용어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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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격차와 정보 불평등의 현황
지난 10년 간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살펴 본 한국의 변화는 눈이 부실 정도이
다. 한국정보문화센터의《2001 국민 정보생활 및 격차 현황 실태조사》
에 의하면,
2001년 4월 현재 우리 나라의 컴퓨터 보급률은 78.7%로 우리 나라 전체 가구 중
약 5분의 4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문화센터, 2001).
보급률뿐만 아니라 컴퓨터 이용률도 급증하였다. 한국정보문화센터의 동 조사에
의하면, 2001년 4월 현재 컴퓨터 개인 이용률은 72.0%로 국민의 약 4분의 3이 컴
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은 더욱 놀랍다. 위에서 인용한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조사에 의하
면, 2001년 현재 우리 나라 전체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64.5%로 2000년의
39.2%에 비해 25.3% 증가하였다. 또 컴퓨터 보유 가구 중 81.8%가 인터넷에 접
속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접속률은 해마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1997년에는 전체 인구의 7.7%만이 인터넷을 이용하였지만 2000년에는 37.1%, 그
리고 2001년에는 64.9%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증가율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2000년 6월 현재 OECD 회원 30개 국가 중 초고속인터넷 가
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며 총가입률은 13.9%로서 2위인 캐나다의 두 배
가 넘는다.
하지만, 이처럼 컴퓨터나 인터넷 등 핵심 ICT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바로 ICT의 이용에 관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직업별, 소득별 격차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표 2>에 따르
면, 2001년에 10대의 컴퓨터 이용률이 94.8%, 인터넷 이용률이 83.9%인 반면에
50대 이상은 각각 26.4%와 20.7%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소득별로 보면, 2000년
〈표 1〉컴퓨터, 인터넷의 이용률 변화(1996-2001)
시기

1996년

1997년

컴퓨터

32.2%

40.6%

41.7%

37.9%

50.4%

72.0%

인터넷

-

7.7%

12.4%

15.2%

37.1%

64.9%

구분

1998년

1999년

*출처: 한국정보문화센터(2001), p. 15와 p. 60의 그림표를 재구성.

2000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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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컴퓨터∙인터넷의 연령별∙성별∙지역별∙학력별∙소득별 이용률 변화(1999-2001)
(단위: %)
1999

2000

2001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연령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6.5
54.7
34.1
20.1
7.1

24.4
26.8
12.2
7.0
1.0

91.7
71.7
46.1
31.6
10.2

73.3
60.0
29.5
17.2
4.9

94.8*
88.0
72.7
59.2
26.4

83.9*
84.0
64.2
52.9
20.7

직업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농/임/어업
자영업
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주부
무직∙기타

73.0
24.6
2.9
23.6
66.6
85.5
10.9
24.5

32.9
6.0
1.0
5.9
21.7
61.8
1.8
11.0

81.8
41.9
14.6
31.9
91.6
99.4
21.4
54.1

64.0
27.8
7.3
18.7
72.7
94.1
11.0
43.4

92.7
55.0
16.5
53.5
93.2**
97.4**
49.4
67.7

89.3
45.3
10.7
45.6
74.4**
95.0**
42.0
62.8

남성
여성

46.4
29.2

21.6
8.7

58.7
41.9

45.1
28.8

78.6
65.2

71.8
57.8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이하

37.4
39.1
37.8

16.0
17.3
11.8

53.0
49.1
44.2

39.4
35.8
31.5

57.6
55.5
51.9

68.8
62.8
53.2

2.3
24.9
66.6
85.1
63.9

0.4
5.2
21.7
61.4
31.3

6.3
38.2
91.6
98.4
74.0

1.9
21.8
72.7
91.9
62.4

93.1
47.1

‐

62.4

‐

89.8

‐

9.4
15.4
25.6
44.4
34.1

8.3
13.3
20.9
37.8
34.1

32.4
46.0
56.9
62.1
62.5

24.5
31.8
43.1
48.2
53.4

성별
지역별***

학력별**** 초등학생
중졸 이하
고졸
중고생
대학생
대졸이상
소득별

100만
100만
200만
300만
400만

원 미만
원-200만 원 미만
원-300만 원 미만
원-400만 원 미만
원 이상

*****2001년 조사의 10대 컴퓨터 이용률은 초등학생(7-13세) 이용률 93.2와 14-19세 이용률
96.3의 평균수치임. 2001년 조사의 10대 인터넷 이용률은 초등학생 이용률 74.5와 14-19세
이용률 93.4의 평균수치임.
*****2001년 조사의 경우, 동 칸에서 위의 수치는 초등학생, 아래의 수치는 중고/대학(원)생을
조사한 것임.
*****지역별 통계 2001년 조사에서는 이용률에 대한 조사가 없는 관계로, 컴퓨터의 경우 최신기
종 보유율을, 인터넷의 경우 인터넷 접속률의 수치로 대신하였음.
*****1999년, 2000년 학력별 조사에서는 중졸이하, 고졸, 중고생, 대학생, 대졸이상으로, 2001
년 학력별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학력을 분류하였음.
출처: 한국정보문화센터(1999, 2000, 2001)의 연령별∙성별∙지역별∙학력별∙소득별 자료를
하나의 표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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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100만 원 미만 소득자의 컴퓨터 이용률은 32.4%, 인터넷 이용률은
24.5%에 불과하지만 4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그 비율이 각각 62.5%, 53.4%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화이트칼라의 컴퓨터 이용률이 92.7%,
인터넷 이용률이 89.3%인 반면, 블루칼라의 이용률은 각각 55.0%와 45.3%에 불
과하다. 즉,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ICT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세
분화하여 살펴볼 때 ICT의 접근에 집단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황을 평가할 때는, 먼저 한국은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선진국과의 기
술격차 극복과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격차에 관하여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결과로 위의 <표 2>가 요약하여 보여 주는 바 대단히 큰 폭의 정보 격
차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보 격차와 불평등의 현황이 이러할 때 이를 단순히 숫자상으로서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측정하여 객관적인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합 지표를 개발하는 것
은 쉽지 않은 일인데, 한국정보문화센터는 정보인식지수(정보사회의 이해와 수용정
도), 정보접근지수(통신망과 네트워크에의 접근성과 정보기기 보유여부), 정보역량지

수(컴퓨터이용능력), 정보이용지수(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정도)를 사용한 정보불평등
지수를 측정하여 소개한 바 있다. 이 지수는 가장 우수한 집단의 값을 100으로 하
고 비교집단의 수치를 상대화하여 불평등지수를 계산하여 보여준 것인데, 이 결
과는 다음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격차의 양상은, 우선 첫째로, 직업별, 학력별, 연령
별 격차가 크고, 소득계층별, 성별, 지역별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다. 둘
째, 직업별, 학력별, 연령별 격차가 크고, 역량지수와 이용지수의 불평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의 정보격차가 주로 활용능력의 측면과 활용도(이용시간 및 용
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바로 정보격차의 극복방안을 정보화 교

육과 활용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이처럼, 지식 정보가 그 어떤 사회적 경제적 자원보다 중시되는 지식정보사회
에서는 이러한 정보격차와 불평등이 현재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
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정보격차’(digital divide)와‘정보불평등’(information
inequality)을 지식정보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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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별 정보불평등지수
구 분

인식지수

접근지수

역량지수

이용지수

불평등지수

남자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자

86.4

78.0

81.2

55.8

80.9

격 차

13.6

22.0

18.8

44.2

19.1

10대

100.0

100.0

100.0

100.0

100.0

20대

95.7

101.5

83.9

110.5

93.4

30대

81.4

81.9

45.6

46.8

65.7

40대

71.0

77.8

25.1

27.5

52.1

50대 이상

49.3

47.4

8.7

8.6

30.9

격 차

50.7

54.1

91.3

101.8

69.1

중졸 이하

44.1

32.6

4.3

4.4

25.7

고졸

72.9

59.6

39.9

37.7

56.6

대졸 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격 차

55.9

67.4

95.7

95.6

74.3

농/임/어업

44.9

32.6

8.1

5.1

25.3

블루컬러

66.4

55.7

34.7

27.4

49.0

화이트컬러

94.2

88.4

77.0

74.3

84.9

중고생

89.7

73.4

84.7

55.4

81.3

대학생

100.0

100.0

100.0

100.0

100.0

격 차

55.1

67.4

91.9

94.9

74.7

1백 만 원 미만

68.5

48.9

49.4

62.6

57.8

1-2백 만 원 미만

83.2

66.6

71.5

62.7

74.5

2-3백 만 원 미만

94.5

84.5

88.0

86.9

89.7

3-4백 만 원 미만

100.0

100.0

100.0

100.0

100.0

4백 만 원 이상

92.7

106.3

100.0

109.5

99.2

격차

31.5

57.5

50.6

46.9

42.4

대도시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소도시

94.7

94.3

96.0

93.4

94.9

읍∙면지역

84.7

75.6

89.0

84.0

83.9

격 차

15.3

24.4

11.0

16.0

16.1

출처: 유지열(2002), 한국정보문화센터(2000: 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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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이 때,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에 이론적 근거를 제
의 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시하는 것이‘정보민주주의(information democracy)’
다. 본 연구에서는 이어 정보민주주의와 정보 복지 개념을 검토하여 정보 불평등
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정보 민주주의와 정보 복지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의 문제는 언젠가 해결될 것으로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조정’
을 거쳐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보민주주의’
는 바로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이며,‘정보
복지’
는 그러한 정책을 안내하는 구체적인 개념이다. 또한, 정보민주주의 개념에
서 핵심은‘접근’
의 문제인데, 이 접근의 문제를‘권리’
의 개념으로 연결시켜 주
는 것이 바로‘정보복지’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 정보 민주주의의 개념
‘정보민주주의’
는 전자민주주의와 때로는 상호교환적으로, 때로는 혼동되어 사
용되는 경우가 있다(예컨대, 강동준, 2000; 박선희, 2000; 장훈, 1997). 그러나 이 두
용어는 이론적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우선 전자민주주의는 주로 정치학
적 전통에서 성립된 개념으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민주적 정치과정에 이용하
려는 일련의 노력들이나 그러한 기술들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말한다. 그러나 정보민주주의는 좀 더 사회학적 내지는 경제학적 성격의 개념으
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정보격차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또 전자민주주의 담론이 민
주주의를 위한 ICT의 기술적 잠재력에 주목한다면, 정보민주주의는 사회적 불평
등을 해결하기 위한 ICT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다.
ICT의 발달은 공간과 시간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시민들의 정치과정 참여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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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가시키고 정치정보 교환과 토론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전자민주주의 낙관론자들에게 ICT는‘강한 민주주의’
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
공하는 자유의 기술이다. 그러나 ICT에 기반한 뉴미디어에의 접근에 불평등이 존
재하면 전자민주주의의 장밋빛 전망은 결코 달성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심각
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맥락에서, ICT의 민주적 잠재력이 강조되
의 문제이다. 따라서 가장 단순하게 말한다
면 될수록 중요한 것은‘접근(access)’
면, 정보민주주의는“개인들에게 정보자원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정치
체계”
로 정의할 수 있으며(Doctor, 1994), ICT와 정보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ICT가‘강한 민주주의(Barber, 1997)’
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ICT를 시민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정보민주주의란 정보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각종 노력, 즉 개인 정보 보호, 공공정보의 공개, 정보기술활용 능력의 보편화를
위한 노력, 네트워크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운동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박
동진, 2000). 이런 맥락에서 강명구(1995)는 정보민주주의의 문제틀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개념을 제시하는데, 첫째가‘정보접근권’
이다. 즉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조언과 해설에 접근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종의‘미디어 접근권’
으로서 사
람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가능한 한 다양한 종류의 정보와 견
해와 논쟁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주어진 이슈들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와 비판을 제기하고 대안적 정책이나 행동지침을 제안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
션 매체를 사용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기존 매체뿐만 아니라 새
롭게 발전되고 있는 정보 테크놀러지를 통해 사회 계층, 계급집단의 대표성이 보
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정보민주주의는
소비자로서 욕구충족과 권리를 넘어서서 시민으로서 정보욕구와 민주주의를 신장
시키는 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제도화를 요구”
한다는 것이다(강명구,
1995: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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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이론적 근거
정보 민주주의의 논의에서 이제까지 중심이 되어 온 것은‘접근’
의 이슈였다.
이처럼‘접근’
이 문제가 될 때 논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보편적 서비
스’
의 논리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현재의‘보편적 서비스’
라는 개념이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많은 논자들은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보편적 서비스’개념은 보다 적극적으
로 해석되고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배진한, 1999; 서이종,
1998).

그러나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사실은 보편적‘접근’
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확장은 서비스의 확대라기보다는 접근 기회
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이다. 이는 ICT기반네트워크에의
접속 여부가 중시되는 한정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단순한 네트워크에의 접속 기회의 보편성이라는 제한적 의미에서 보다 확
장된‘공적 이익’
을 위한 실질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확대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편으로‘접근’개념 역시 실제적인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의 물리적
연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헤이그와 로더(Hague and Loader, 1999)는 정보민
주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섯 가지‘접근’
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ICT 자체에
대한 접근이다. 네트워크에의 물리적 연결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이 개념이 가장
기초적 의미의‘접근’
이라고 하겠다. 둘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네트워
크에 연결은 되어 있으나 아무런 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다면 그‘접근’
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이 밖에도 공동체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의사결정권자에의 접근,
기초적인 소득원에의 접근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핵심적인 요인들이라고 보
았다. 그리고 반 다이크(van Dijk, 2000b)도 물리적 네트워크에의 접근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얼마나 접근가능한가’
라는‘접근가능성’
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는 접근의 다차원성을 고려하면서
정보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차원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다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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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정보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접근의 의미를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네트워크 접근, 정보에의 접근, 사용 기술의
획득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공동체에 대한 접근, 정보 생산자로서 적극적 참여
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보 생산 기회에의 접근, 그리고 사용기회에의 접근 등 다
양한 차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정보 복지의 개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민주주의 개념에서 핵심은‘접근’
의 문제이며,
이 접근의 문제를‘권리’의 개념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정보복지’
(information welfare) 개념이다. 정보복지는 정보가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의 원천으
로 부상한 정보사회에서 시민들의 정보리터라시(information literacy)와 문화리터라
시(cultural literacy)를 증진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나아가서는 정보화와의
연계를 통한 복지혜택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복지 개념은 복지국가의 쇄신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가
능성 때문에 또 다른 중요성을 가진다. 정보복지는 복지국가 위기론의 세 가지 요
점에 각각 대응하는 처방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4) 첫째, 정보망과 정보기기의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임금생활자들의
직무수행능력과 시장적응력을 높이는 데에 공헌할 수 있으므로,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의 개연성을 줄여준다. 둘째, 정보화는 정보공개와 공유, 폐쇄적
조직의 개방화, 기업간 상호연계, 직무위계의 수평화 및 분산화를 촉진하기 때문
에 공공부문의 독과점적 특성을 희석시키고, 동시에 복지업무의 생산성을 촉진할
수 있어 정부확대(government expansion)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복지행정
과 전달체계에 고속정보망을 도입하면 정부의 과부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우선, 다양한 서비스관련 컨텐츠를 보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게 전
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의 심사, 수혜의 판정, 서비스전달 등의 일련의 복지행

4) 복지국가 위기론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을 참조: Phaller and Therbon(1941); Pierson(2001);
Pierson and Casteles(2000); Stephens and Stephens(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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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게 해준다. 또한 복지서비스 및 수혜자의 유형을 분
류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데
에 출구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처럼 복지국가의 위기론에 대응하는 대안으로서의 정보복지를 개념화 하면
서, 본 연구는 이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보의 복지(welfare of information), 정보화
된 복지(informationized welfare), 정보에 의한 복지(welfare by information)를 논의의 초
점으로 설정하였다. 먼저‘정보의 복지’
란 정보격차 혹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
는 방안을 지칭하고,‘정보화된 복지’
는 복지서비스를 컨텐츠화하는 것을 말하
고,‘정보에 의한 복지’
는 복지전달체계의 정보화를 가리킨다. 이는 곧 정보복지
를 정보활용능력과 접근기회의 확대에 한정시키는 정보사회학적 시각을 넘어서
복지국가 일반론과 결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먼저,‘정보의 복지’측면을 살펴보면, 정보 불평등이 정보 활용에 의한 계층화
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가 중요한 재화의 계층간균등분배를 지향한다면
정보의 복지(welfare of information)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들은, 첫째
로는, 정보화로부터 가장 소외된 직업군(농어민, 생산직 노동자)을 위한 정보접근의
기회 확대 및 정기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고령자에 대한 지원
및 교육 및 주민자치제도의 활용을 들 수 있고, 셋째로는, 공교육 등을 통한 컴퓨
터 사용능력 향상이며, 마지막으로는 주변계층을 대상으로 정보매체의 이용가격
의 인하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정보화된 복지’
에 대해서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컨텐츠는 그 자체 효용성
을 갖는 복지혜택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내용은 생계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현금이나 현물은 아니지만 정보사회에서의 소득증진, 기회확
대, 권리향상에 공헌하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로 매개된 의사소통(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CMC)은 개인들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므로 시

민적 권리를 증진할 수 있고, 상호감시와 견제, 그리고 의견수렴을 통하여 제도운
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게 해준다. 이는 곧 사회적 자본의 증진과도 직결된
다. 그러므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정보가 활용되는가의 여부는 정보사회
에서 복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즉, 정보컨텐츠와 그것의 활용양식이‘정
보복지사회’
의‘복지혜택’
(welfare benefits)인 셈이다. 이를‘

로서의 정보’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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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된 복지’
(informationized welfare)로 규정하면, 그것은 사회적 자본의 증대,
정보컨텐츠의 다양화, 정보매체를 통한 참여기회의 확대(e-politics, 또는 전자민주주
의)로 구성된다. 결국 정보화된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

접근기회의 확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사이버 공론장에의 참여를 저해하는 장해
요인의 제거, 그리고 권력, 지식, 자본의 힘을 이용한 독과점행위에 대한 시민적
감시와 법적, 제도적 정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보화는 복지전달체계의 획기적인 개혁을 가능케 한다. 첫째, 복지행정
의 정보화는 복지수요의 정확한 파악을 가능케 하고 복지수혜자의 감독과 관리에
효율성을 높여준다. 둘째, 인력과 재정낭비의 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복지국
가의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셋째, 여러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복지행정 체계를 하나의 정보망으로 통합한다면, 복지행정의 체계화와 원활한 상
호조정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복지행정의 정보화를 통한 정책영역 간 상호비교
와 검열을 통해 한국 복지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책영역 간 충돌과 중복의 문
제를 정비할 수 있다. 다섯째, 복지정보화는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를 네
트워크로 연결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면서 공공복지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기제
로 활용될 수 있다.

4. 정보 격차 해소 정책
1) 정보격차 해소 정책 사례: 국내 사례
우리나라 정부는 정보화를 사회 발전의 방향으로 인식하고 전( )국가 기관적
인 차원에서 정보화 추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법적 근
거는‘정보화기본촉진법’
(95. 8. 제정)으로, 6개의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을 제시
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하에서 정보화 정책은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
는 데 종합적인 것은 정보통신부가 제시한‘사이버 코리아 21’
이다.
한국의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은 개별 기구에서 특정 사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으로 운영되다가 2000년에‘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을 의회에서 통과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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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보소외계층 지원
대상
장애인

지 원 책
컴퓨터 구입 보조 및 정보이용료 할인

여성

정보통신부 99년 3월<주부인터넷교실> 시행

노인

정보화교육

실업자

노동부: 올해 IT분야 인력양성 6만명‘일반과정’
,‘핵심과정’
(정부예산과 고용
보험기금에 월 50만원 이내에 실소요비용 80%까지 지원)
실업자 정보수준 높이고 재취업 기회 제공 위해 노력

청소년

7차 교육과정시행: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 의무화

써 격차 해소 정책이 제도화되었다.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의 시행은 특정한 사회
계층을 전제로 보조와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다. 즉, 정보화 사회 발전에서 지체
되거나 소외되는 층에 대한 교육과 접근성 보장을 기조로 하고 있는 것이다(<표
4> 참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장애인들에게는 컴퓨터의 구입 보조 및 정보

이용료 할인을 가능하게 하였다. 여성과 노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교
육을 지원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육의 연장으로써 노동부는 실업자에 대
한 취업 훈련의 일환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담아 2001
년 발표된 정부의 정보격차해소종합대책의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은, 정보화 기본 촉진법 이후 제정된 여
러 법들 중에서 사회 복지 지향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사회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층이 정보화에서도 소외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
한 면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은 기존의 복지 정책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복지 정책과 다른 점은 교육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정보 격차 해소 정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정보화 시대에 능력을 형성시킨다. 이처럼 교육으로써 정보 격차의
해소를 추구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를 가정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정보 격차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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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 정부의 정보격차해소종합대책
구분

추진과제

세부내용

초고속
농어촌 지역 초고속 농어촌지역 등 고비용∙저수익 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서비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구축 지 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화
구축
농어촌지역 등 정보소외지역에 초고속가입자망(ADSL, 광가
원
입자망, B-WLL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를 지원
도서∙산간지역 위성 이용시간에 상관 없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정액 요금제도를
인터넷 이용 활성화 도입
양방향 위성인터넷서비스 핵심 기술 국산화를 추진
디지털 TV 방송기 대화형 다채널 위성방송기술, 청각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
지털방송 기술 등 디지털방송을 위한 기술개발을 연차적으로
술 개발 지원
추진
정보접근
환경조성

인터넷이용시설 설 2001-2003년간 840개소의 우체국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 설치/2005년까지 농업 관련 기관(농협, 농
치∙운영
업기술센터)에 300여 개소의 정보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어촌
에는 936여 개소의「어촌정보 사랑방」
을 설치하여 농어민의
정보접근기회를 확대
정보통신기기 보급

2005년까지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주한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도시 저소득층과 주한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정보 접근기회를
확대
2003-2005년간 2만 7천여 명의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PC방 등의 이용권을 제공
범국민적인 농어촌지역 PC보내기 운동을 전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가정 등에서 폐기되는 중고PC를 수
집∙정비하여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

장애인∙고령자를 위 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한 정보통신기기 개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정보화 사업 추진
정보활용
촉진

에 따른 정보화교
정보화 교육기회 확 2002년까지「1,000만 명 정보화 교육 계획」
육 추진 완료(장애인, 농어업인, 노인, 주부, 군장병, 공무원
대
등 포함)
「1,000만 명 정보화교육」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정보소외계층
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중점적으로 추진
컨텐츠 개발 및 보 장애인 고용 및 복지정보 종합시스템 구축
노인을 위한 복지정보 종합시스템 구축
급
농어민을 위한 컨텐츠 제공 시스템 구축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법∙제도
개선

정보통신서비스 접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지침(가칭) 제정
근성 보장 지침 제정
정보소외계층에 대 이동전화 및 무선데이터 요금감면 법제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한 통신요금 지원
정보격차해소에 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연구
한 법제도 정비

출처: 정보 통신부(2001), pp. 8-33의 내용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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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정보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을 수 있는 현실을 가정한다는 것이다. 즉
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바다가 제공하는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모든 나라들에서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은 이렇게 개인적 기반을 전제로 한
지향이고 교육과 접근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한국은 예외라고 할 수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게 평가할 수 있다면 한국의 정보 격차 해소 정
책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는 것이다.
2) 외국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1) 미국의 사례
정보화의 길이 차이가 나듯이 선진 각 국의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은 다소간에 차
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이제까지 행정부에 의해 발표되고 시행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 <표 6>과 같이 나타난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가 밝혔던 정책들의 근간에는 기본적으로‘보편적 서비스’
의 원칙이 있다.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을 재개
념화 한 바 있는 미국 정부는, 그러나 그 개념상에서 여전히‘보편적 접근’
에의
초점을 유지하고 있는 듯 하다. 모든 미국인이 국가정보인프라(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적인 전

화 및 정보서비스 요금을 낮추기 위하여 경쟁우위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 정책 개발에 주력한다는 것을 역
설한 것에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영국의 사례
한편, 영국 정부는 1996년“Government Direct”
라는 녹서를 발간하였다. 이 녹
서는 10년 안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PC와 TV를 통한 정부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
게 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1년간 시민단체들과 정부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
는 과정을 거쳤다. 비록 녹서의 내용이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선택과 접근권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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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미국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사례
정책
e-rate 정책

정책 목표

시행 내용 및 세부 프로그램

정부차원에서 정보 소외계 정보취약지역 주민의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
층이 정보서비스를 쉽게 접 학교∙도서관∙의료기관의 정보서비스 이용 시
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부대비용의 20-90%를 정부가 보조
요금 등을 지원하는 계획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ICT에 장애인들이 차별없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 통신기술(Web
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함

site, 팩스, ATM, 전화기 등)에 장애인의 접근

지침

을 보장하도록 명시

National Call

모든 학교 및 학생들에게 미국 전역의 초등학교에 디지털 기술을 손쉽게

to Action

정보기술을 제공/ 모든 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 각 계층에서
역과 가정에 디지털 기회를 신기술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여

TOP프로그램

장기 대책 마련

취약계층주민의 인터넷 이 주 혹은 지방 정부, 학교, 도서관, 비영리의료
용 활성화

기관, 도서관, 대학, 공공치안기관, 기타 비영
리지역단체들이 수행하여, 지역접근센터설치
및 인터넷을 이용한 취약계층주민의 생활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주
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Plugged In Learning Through Technology’
(East
Palo Alto, CA)
‘Austin Free-Net’
(Austin, TX)
‘ Boys and Girls Club of Charlottesville’
(Charlottesville, VA) 등이 그 예임.

취약 계층을 위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소 도서관, 지역사회단체, 민간단체, 학교 및 기타
정보 기술 훈련

외 계층에게 정보 기술 훈 공공기관 등 많은 비영리기관이 컴퓨터 교육실시
련

Fairfield University(코티네컷 주 저소득 계층에
게 컴퓨터 보급 및 교육실시)
Douglas-Cherokee Economic Authority(테네시 주
여성가구 및 소외 계층 컴퓨터 교육 실시)

Neighborhood
Networks

인터넷, 도서관, 박물관들 그 지역의 대학, 연구센터, 정부, 시민단체 등
을 이용한 교육 훈련, 고용 으로부터의 다양한 도움을 받아 제공
기회, 언어 교육 등을 제공

출처: 배진한(1999), 류석상(2000a), 조정문(2000a), 오광석 외(2000)에 소개된 사례들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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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영국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사례
정책

정책 목표

시행 내용 및 세부 프로그램

School on

학생들이 과학적인 연구를 통상산업부에 의해 지원/ 영국의 약 5,000개의 학

line project

할 수 있는 지원 풀을 개발 교가 인터넷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1995년부
하고, 외국어 기술을 익힐 터 전국의 모든 학교∙대학에 정보 고속도로 지원
수 있도록 함

IT for ALL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영리단체와 비영리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 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운영. 1999년까지 약 3000개
는 접근 장소 제공

의 센터 설치.

Library

2002년까지 도서관 연계 인터넷 접속 장비 설치와 운영

Network

시스템 구축, 평생학습을
위한 컨텐츠 이용

Weird up

지역 정보화 프로그램

중고 PC 및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빈곤지역을 중
심으로 공급

Communities
ICT 학습

정보화를 위한 1,000개의 Walthamstow Age Concern(London): 노인층 대상

센터 구축

ICT 학습센터 구축

Stourbridge College Centre(Stourbridge): 자영업자
를 위한 이동센터 설치
The People’s Learning Centre(Birmingham): 지역
주민과 기업이 공동으로 ICT 공동체 문화 형성을
지원, 강좌를 이수하고 지역 활동

Computers
for All

저소득자, 장애인에 대한
정보서비스요금을 감면

출처: 전자신문(2001. 11. 23), 류석상(2000b), 조정문(2000), 오광석 외(2000), Tang(1998) 등
에 소개된 사례들을 재구성.

점을 맞춘 이 녹서를 통해 이후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실험되기도 하였는데, 정부
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인‘Direct Access Governments’
같은 것
이 그 예가 될 것이다(Tang, 1998).
영국의 경우에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중시되고 있는 것은 네트워크에의 접
근과, 네크워크 사용 기술에의 접근이라는 두 가지 차원인데, 이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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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이와 같이 선진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사안들이 쟁
점적인 정책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정보의 기반구조( Information
Infrastructure) 확충이고, 둘째는 정보의 접근(Access)의 보장이며 셋째는 정보 능력

(Information Capability) 배양이다. 이런 논의를 토대로 정보격차에 대응하여 우리가
취해야할 정책 방향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보복지(Information Welfare) 개념의 정식화
정보복지의 개념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노동복지의 연장선에서의 정보화의 생산적인 참여, 정보자원의 재분배, 넷째
로는 삶의 질의 차원에서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사회적 삶의 풍요로움 향유, 정
보, 지식활동의 일상적인 참여로 사회 성원들이 자기 창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부가적 의미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확장된 개념이다.
한국에서 기존의 복지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 측면에 한정되어 왔
으나,“생산적 복지”개념의 등장과 더불어 그 논의의 지평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에서의 정책 논의 및 사회학에서의 논의는 본 연
구가 제시하는 정보복지 개념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지는 못하고 있다.
복지의 개념은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와서 시민의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 인
식되어 왔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시민권과 민주주의는 각각 서로를 지향하며 동
시에 발전하여 왔다. 이제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시민권의 차원은 정보복지로써
발현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정보복지는 지식정보화에서 지향하는 시민권(Civil
Right)의 새로운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방향
정보복지정책의 일반적인 원칙은 지식, 정보화 사회의 불평등확대를 막을 수
있는 평등기제의 모색이다. 즉 이것은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결과에 대한 보완이
아니라, 평등을 지향하는 기제의 사회적 적용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
보 격차의 문제를 넘어 정보로 인한 풍요로운 삶의 모색과 정보민주주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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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민주주의와 정보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는‘접근’개념의
다차원성을 고려하면서 정보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차원에서 격차
해소를 위한 다층적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접근’
의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네트워크 접근, 정보에의 접근, 사용 기술의 획득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접근, 정보 생산자로서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
보생산 기회에의 접근, 그리고 사용기회에의 접근이라는 차원까지 확대된 개념으
로 생각해야 한다. 외국의 정책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정보불평등을 완화하고 정보
민주주의와 정보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접근 개념을 고려하고 공공
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정보격차 해소 프로젝
트들은 지나치게 접근의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주로 ICT네트워크에 대한 접
근의 격차를 극복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을 전제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정보 시민권’
의 개념이 정책의 근
간을 이루어야 한다. 정보 시민권은 사이버 정보 공간의 접근과 활동에 대한 기본
권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전자 민주주의와 전자 정부를
추구하는 각 국의 정보화 정책에서 정보의 접근에 대한 정보 시민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특정 소외 계층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둘째, 정보 시민권의 보장에서 가장 필수적인 정보에의 접근 기회를 사회적으
로 확산시켜야 한다. 기존의 노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보기기 소유의 보조와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보조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접근권의 문제를
수요자의 문제로 한정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공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
요하다. 저렴하게 정보기기와 정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 정책을 추구
하거나, 규제와 관련된 보조 정책을 추구하는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정
보 격차 해소 정책과 산업 규제 정책을 연관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기존
의 정보 격차 해소 정책에서 간과되어온 기술 정책이 필요하다. 정보 접근에 대한
제한은 정보기기와 서비스의 인터페이스의 기술적 사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고, 정보 기술의 혁신에 따라 새로운 기술 사양이 계속 나오는 데 이에 대한
저항감이 정보 활동을 제한할 수 있게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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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페이스의 개발이 요구되며, 정보기기와 서비스 접근의 부담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혁신이 요구된다. 또한, 정보 내용 즉 컨텐츠의 확충이 중요하
다. 특히 사회 계층별 필요한 정보가 공공적인 차원에서 충실하게 제공되어야 한
다.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면 정보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정보격차 해소의 정책에는 정보접근과 정보 활동의 확대를 위한 정보화
교육이 중요하다. 정보화 교육은 단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한 교육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습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평생학습 사회 지향에 기반한 정보화 교육은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한 인
적자원의 확보와 관련을 갖는다. 정보화 교육은 정보화 시대의 직업 활동을 지원
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지식 기반 경제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육성을 전제하
고 있어야 한다. 즉 지식 정보화 사회는 평생교육 체제에 기반하여야 하며, 정보
화 교육은 이러한 사회 체제의 구성에서 사회 성원 개개인의 일생을 통한 사회적
적응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보격차의 문제는 직업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 부문에
대한 사회 집단별 접근에는 시장 기능과 지식 기반 경제로의 진행을 고려해야 한
다. 특히 정보화 경제에서 주요하게 성장하는 부문인 사이버 공간을 통한 상거래
즉, 전자 상거래와 정보 서비스에 대한 인력 양성이 준비되어야 한다.
4)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
(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
본 연구는 네 가지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사회성원
개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지향으로, 국가는 접근권을 보장하고, 개개인의 정보능력
배양에 효과적인 제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기업과 생산현
장의 지향이다. 정보기술의 도입에 따른 생산성향상에 부응하는 보상기제를 만들
어야 하며, 산업관계에서의 직업의 안정성과 생산과정에서의 노동자의 참여를 보
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정부가 디지털 경제에 있어 고용창출 노력과 자원 재
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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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중단기
정책

정보 접근성

방향

보장

정책

장기
정책

시장기능의 활성화

업체간의 경쟁유도

정보의 공공 접근성확보

저소득층 지역의 정보센터 운영

민간영역의 활동 촉진

민간단체, 기업의 활동에 세금혜택

다양한 인터페이스의 개발
다양한 정보기기의 개발, 보급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화된 컨텐츠의 개발

중단기

- 정보화교육의 공교육화

정책

∙정보화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중점
청소년

- 청소년 대상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 청소년을 위한 공공서비스 컨텐츠 개발
-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연결
∙청소년을 위한 포탈서비스

여성/

- 주부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컨텐츠 개발

주부

- 컨텐츠 개발을 위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연결

노인
정보화

∙생활교육

공공
서비스의

- 컨텐츠 개발을 위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연결
-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정보화교육

교육과

정책

- 노인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컨텐츠 개발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
장애인

제공

- 장애인을 위한 공공서비스 컨텐츠 개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제거를 위한 운동

방향

-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연결
∙장애인을 위한 포탈서비스
- 저소득층을 위한 전문적 정보화교육
∙생활교육
저소득층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
-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정보센터 설립, 운영
- 저소득층과 지역정보센터와의 연결
- 실업자 재취업교육을 통한 전문정보인력양성
실업자

- 공공서비스를 위한 컨텐츠 제공
∙실업자 재취업, 창업, 부업 정보서비스

재정확보

장기정책 안정적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재정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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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 아래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표 8> 참조). 첫째로 정보화 교육과 공공 서비스의 확충은 중∙단
기 정책의 성격을 띤다. 사회 집단별로, 즉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
층, 실업층에 대하여 각 집단에서 요구되는 정보화 교육과 컨텐츠의 공공적 확충
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 접근성의 보장은 중단기적으로는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전제하면서
정보의 공공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별 정보 센
터의 운영이 요청된다. 민간 부문에서의 활동이 촉진되어야 하고, 정보 접근을 위
하여 기업의 활동에 세금 혜택이 고려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다양
한 인터페이스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정보기기의 보급과 시민의 요
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공공적 컨텐츠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요구된다. 안
정적인 재정이 결여되어 있으면,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거
나, 전시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다.
(2) 정보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화와 정보복지의 결합은 복지국가의 위기
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공공선에 기여하는 국가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복지의 개념화를 통해 정리된‘정보복
지’
,‘정보화된 복지’
,‘정보를 통한 복지’
의 세 차원에서 각각‘시장의 시대’
가
요구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정보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추구해야 할 정책방안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보복지’
의 차원에서, 정보화에 소외된 직업군(농어민, 생산직 노동자,
고령자 등)을 위한 정보접근의 기회를 지원 및 확대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컴

퓨터를 비롯한 정보기기의 사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 주민정보센터를 설
립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손쉽게 정보통신기술과 정보 그 자체에 대한 접근의 기
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기기의 가격 및 이용료
를 인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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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정보복지국가: 정책의 초점
정보복지의 측면

복지국가 위기해결

�정보복지(welfare

정부실패

of information)

영역별 정책방안

공통정책

접근기회의 증진
주민정보센터 신설
국민정보교육 확대
정보기기 보급

공공정보망과

시민윤리 증진

프리넷트(Free net)

(informationized

정보망 독과점 방지

구축

welfare)

정보공개 촉진

�정보화된 복지

�전달체계 정보화

정부확대

재정위기

복지정보망종합체계구축

(welfare through

정보컨텐츠 다양화

information)

복지행정 총괄기구 신설

둘째,‘정보화된 복지’
의 차원에서,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시민윤리와 교양을
함양하고, 정보 네트웍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여 정보망의 사적인 독과점을
방지하고 국가에 의한 공공 정보네트웍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정보민주주의
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 정보의 공개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 결정,
정치적 사안 결정, 선거 및 투표와 같은 공적 쟁점과 문제에 관한 정보 공간을 모
든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의‘공공정보망’
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정보를 통한 복지’
의 차원에서, 복지정보망의 종합체계를 구축하고 운
영하며, 국가복지종합정보망은 복지수혜자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접속이 가능하도
록 프리네트(Free net)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종합정보망은 다양한 컨텐츠를 구비
하고, 복지정책의 유형과 혜택의 종류, 자격요건, 전달과정 등을 상세하게 소개해
야 하며,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또 복지행정이 원스톱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각 부처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복지정책을 관할하는
총괄기구를 만들어 복지종합정보망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 <표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다원적‘접근’
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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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보의 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
적인 정책 대안으로서‘접근’
의 문제에 대해 좀 더 논의하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이 취해온 방향이‘네트워크에의 접근’
을 보장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본 연구는 지적한 바 있다. 물론 네트워크에의 접근은 핵심
적인 요인으로, 네트워크에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보에의 접근도 불가
능하며 사용 기술을 익히는 것도 소용없게 된다. 따라서, 네트워크 접근의 차이를
해소해 가면서 점차로 다양한 차원의‘접근’
으로 정책 방향을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원적‘접근’
의 실현을 위한 구체저인 정책 방안으로는, 먼저‘네트워크 접근’
의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예컨대,
중고 PC의 보급과 같은 경우, 반드시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사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각 지역 자치 단
체들이나 정부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정보 센터들은, 그 실질적 이용 가능성에 있
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의 경우 공무원 출퇴근 시간으로 제
한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장인들이 이용하기는 어렵다.5) 또한 공공 장소를 통
한 네트워크 접근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집에서 네트워크 접근을 할 수 있
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PC 보급 정책이 중요하다.
또한, 이용기회에 대한 접근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정보문화
센터(2001)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아직 PC를 구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
분은 그 이유가 컴퓨터 구입비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의 인식 부재에 있다
고 한다. 즉 앞으로 컴퓨터를 구입할 의향이 없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전체 응답자(N=754)의 71.2%가‘필요가 없어서’
라고 대답했고,‘필요하나 구
입비가 비싸서’
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9.4%에 불과했다. 이것은 정보 기술의 필
요성을 인식시키고 이용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보불평등을 해소하
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서이종(1998)의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이용기회는 단순히 이용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문화적, 심리적 요인이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선 중요한 것은 이용기술을 습득

5) 결국 어린이들이 오락을 하기 위해 점유를 하고 있다는 관악구청 정보 센터의 예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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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용기술을 익히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용기술을 위한 정보화 무료 교육의 수혜자는 점점 늘고 있지만, 여전히 극빈
층과 장애인과 같은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근무시간이 긴
비정규직 노동자나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시간별 교육, 이
동식 교육과 같은 유연한 정보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결국,‘접근’
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의 구체적
인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해당 지역의 특수한 요구, 특수한 사정에 맞는 정
보가 제공되고 그 지역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정보화 사업은 주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는데서 끝나고 있다는 비판들
이 많다. 이처럼 매스 미디어 모델로서 중앙 집권적 정보 제공자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커뮤니티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ICT의 잠재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6)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은 정보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자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건인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 하겠다.
앞에서 이미 정보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누누
히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풀뿌리 공동체의 민주화와 복지를 위해서 현재
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들의 유료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인
터넷 서비스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므로 무조건 유료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 하에
인터넷 메일과 토론 광장을 제공하는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찬가지
로 컨텐츠의 개발에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네트워크의 접근을 보장한 다음
의 문제는 제공되는 정보의 질인데, 좋은 정보가 유료화 되어 제공된다면 사회경

6) 현재 한국에서 인터넷 활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창회 등의 친목 모임이다. 아이 러브 스
쿨, 프리챌 등의 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이버 동호회는 인터넷이 다수의 대중을 위한 매체라기
보다는 소수를 위한 지역적 매체로서, 연대의 매체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비록 이러한 특성은 한국사회의 연줄 문화에 기인한다는 비판도 있지만(윤영민, 2000), 이로
인해 지역 커뮤니티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보 생산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측면까지 배제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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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하위 계층을 이루는 정보빈자들의 네트워크 접근은 별 의미가 없게 된
다. 필요하지만 상업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발될 수 없는 복지 정보와 같은 컨텐츠
들 역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발에 나서야 한다.

5. 결론
지식화, 정보화는 사회에 새로운 질서를 부과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 대한 기
존의 논의는 정보 기술의 확대와 디지털 경제에서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과 생산
성확대에 대한 설명과 기대로 인하여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낙
관적인 전망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효과의 잠재성이 놓여 있다. 그것은 정보화가
실업을 증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정보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정보화의 혜
택에서 배제될 수 있음이다. 이것은 정보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에서 확
인될 수 있다. 정보격차는 정보자원의 불평등한 배분의 문제와 이것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구조의 확산이라는 문제로 인해, 새로운 사회질서에서 정보화
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보화사회에서 정보기술의 보급에 따른 불평등의 양상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로, 기존의 계층적인 차이가 정보접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재확인되었다. 중상계층 이상, 남성, 젊은 세대, 도시
거주자 들이 정보기술을 더 많이 활용하는 정보 격차의 현실은 지식, 정보화 사회
의 참여에 대한 초기 조건(initial endowment)의 불평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그
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이 정보격차에 있어 초기조건 보
다도 더욱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정보 격차의 문제는, 미래의 정보사회를 구현
하는데 있어 큰 장애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계층간∙지역간∙사회간의 통합
을 이루지 못하여 사회발전을 거둘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
여 왔으며, 우리 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 각국의 정보 격
차 해소 정책과 한국에서 시행된 정책 방안들을 검토하여 보았는데, 기존에 행해
진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의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정보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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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에 따른 기회의 보장과 능력 배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복지의 개념에서 볼 때 기존 정책의 효과는 제한되어
있다. 그것은 정보자원에 있어 재분배와 관련된 공공성의 문제가 간과되어 있고
또한 삶의 질의 차원을 도외시하고 있는 측면을 보여준다. 이것은 정보사회의 불
평등의 구조적인 측면을 간과함과 동시에 정보사회에서의 사회적 삶의 가치를 간
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민주주의와 정보복지를 지향하는 정
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여,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기술하여 보았다.
물론, 정보화의 역기능을 억제하고 순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정책대안들은 이
미 기존의 연구들로부터 무수하게 많이 제안되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제안
하는 방안들이 기존의 제안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
만, 기존의 아이디어들을 정보민주주의와 정보복지라는 이론적 틀로 포섭하여 정
보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시 한번 제안하였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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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ormation Democracy and Information Welfare Policy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A Solution for the Digital Divide
Yang, Seung-Mock*∙Song, Ho-Keun**∙Cho, Kwonjoong***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information democracy’and
‘information welfare’in the context of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and suggests policies to overcome the digital
divide or information inequality between information rich and poor. Based upon an
extensive survey of social statistics and the various policies implemented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is study argues that the previous efforts to
prevent the digital divide are limited because they have focused on broadening access to
ICT hardware and software and providing widely available basic training in their use. As
important and welcome as these efforts, we suggest the policies that move beyond a
concern with physical access to ICTs,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structural aspect of
information inequality as well as the value of social life in the age of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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