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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정보화 성취과정에서 드러난 사상(事象)적 편린으로서 정보서비스 이용, 정보화

부처 관계, 인터넷 확장과정에서의 경험적 사건들이 개인과 조직 그리고 생활세계에 미친 영향

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분석결과, 한국의 정보화는 압축적 성장을 이룩해 온 과정에서

공급자중심의 지배기제가 강했다. 정보이용자 피해와 부처 간 이기적 갈등, 초고속인터넷의 양

적 팽창은 정치 경제적 우위상황과 공급자 중심적 요소가 정보화에 발현되었음을 실증한다. 원

래 정보화는 사회 문화적 고려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성원 삶의 질 향상과 조직 및

사회생활의 질적 성숙을 도모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사회구성원의 요구와 권리를

억압하면서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성향으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 합의가 불충분한 정보화가 편향성을 띤 채 단기간에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차

성숙된 정보화흐름으로서 스마트 확산과정은 개인, 조직적, 사회적 수준에서 진지한 성찰과 함

께 진정한 가치와 방향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실천이 요구된다.

【주제어: 현상학, 정보이용자, 정보정책지향, 정보생활공동체】

Ⅰ. 문제의 인식

한국의 정보화는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었다. 정보량의 증대와 함께 정보시스

템이 고도화되고 정보통신법령의 수나 조직규모가 팽창하는 등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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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급성장했다. 일례로 휴대폰가입자, 인터넷이용자의 경우, 2010년 3월말 기준으로 각각 

4,897만 명, 3,658만 명을 넘어섰다(방송통신위원회, 2010;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국제전

기통신연합(ITU)의 정보화수준 측정결과, 한국의 정보통신발전지수는 세계 2위로 평가되었

고, UN의 전자정부평가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로 평가되었다(행정안전부, 2010). 

하지만 외견상 정보화의 양적 성취와 달리 생활세계에서 사회성원들은 부정적 체험과 우려

를1) 넘어 강한 불만과 불신을 드러냈다2). 즉 정보화의 양적 확장과 질적 성숙 간 괴리의 

단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설명할 것인가? 그 원인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정보화 현상의 분석을 위해 계량적 수치보다는 현상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

의 의식·생각·언어·개념 등에 의한 본질적 접근이 요구된다.

사실 그 동안 정보화과정에서 드러난 긍정적 현상과 함께 부작용과 징후들에 대한 비판

적 성찰이 시도되었다(Ang, and Pavri, 1994; Schiller, 1996; 권기헌, 1999; 송희준, 2008). 그

러나 정보화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나 역기능이 인간 행태의 내면적인 세계의 의미(meaning) 

이해나 본질보다는 피상적이며 한정적으로 다루어졌다. 그 동안 IT서비스 및 인터넷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면서 개인, 조직, 공동체 생활세계에서 정보화는 이제 선택의 요소가 아닌 삶

의 기반이자 환경이 되었다. 사회구성원들의 일상 속에 편입된 사이버공간의 확장에 따라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정보화가 인간의 실존적 체험의 

바탕에서 상호작용적 소통, 이해, 공유를 촉진하고(Harmon, 1981: 102) 삶의 질적 향상을 도

모하며 생활세계에서 신뢰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지녔다. 하지만 실상

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보화 현상에 대한 주관과 객관 간 관계 및 실제 정보화된 생

활세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황적 요인, 주체 간 균형과 조화의 유지가 요구되지만 이론

적 논의나 실천적 노력은 미흡했다.

이 글은 정보화 촉진 및 심화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사건으로서 정보서

비스 왜곡, 정보화추진조직간 갈등, 정보공동체의 불만과 위협 등 정보화된 생활세계에서 

드러난 사실적 경험을 현상학적 시각에서 접근, 분석하였다. 비록 역동적인 정보화현상은 

1) 정보화 현상에서 드러난 부정적 편린으로서 “허울뿐인 초고속인터넷 강국, 가격만 명품, 속 터지는 

휴대전화, 생색내기식 요금인하 소비자우롱, 이용자보호는 ‘뒷전’ 깨알 같은 약관 함정ㆍ막무가내식 

요금결제. IT, 밥그룻 싸움에 휘청, 팔 때만 손님은 ‘왕’ AS땐 ‘봉’ 무늬만 IT강국...”등은 2010년 1~12
월 기간 중 국내일간지의 정보통신 관련분야 사설 및 기사의 표제의 일부다. 이러한 저널리스틱한 

표현들은 비록 학문적 깊이가 얕지만 경험적 현상에서 인간의 실재적 인식, 체험, 느낌을 여실히 나

타내준다. 

2) 통신서비스현장에서 통신이용자의 민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2007년 4월 

10일에 이어 2010년 4월 15일에 통신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의 차량이 통신사와 매장을 향해 

돌진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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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그 본질과 형상을 이해,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정보화를 바라보는 입장, 방법에서 실증주의 접근에 대한 대

안적 시도로서 사회성원의 정보화 사건과 경험을 현상학적 이해와 직관의 바탕에서 분석하

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현상학 접근의 가능성과 분석모형 

1. 실증적 접근의 한계  

실증적 접근은 현상의 일부분을 파악하기에 한정적이며, 본질탐구에서 유용성이 제약된

다. 인간의식 및 행동을 인위적으로 분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신뢰도의 지나친 강조로 

타당성 문제를 소홀히 여기며, 경험적 세계를 조사자의 사용모형에 맞도록 왜곡시키기도 하

였다(Deutscher, 1966). 게다가 주관적 성격의 가치문제를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만 분석대상

으로 삼기에 의식현상을 이해하거나 이념적인 것을 파악하려 할 때 한계를 드러냈다

(Husserl, 1981). 이런 제약의 극복과 의식이라는 정곡(正鵠)을 간과해 버리는 오류에서 탈피

하기 위해 현상학적 접근과 해석학 및 비판적 방법론이 제기되었다. 사실 현상학이 가장 비

판적으로 접근하는 실증적 접근은 객관학문으로서 경험을 통해서 미리 주어진, 즉 자명한 

세계의 객관적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지만(오수길 외, 2009) 현상에 대한 실체적이며 본질

적 이해에 제약이 따른다. 

2. 현상학적 접근의 이해와 가능성

1) 현상의 개념과 인식: 인격주의적 태도

현상이란 의식흐름을 구성하는 것으로 대상의 존재가 아닌 인간경험을 의미한다. 현상은 

의식에서 독립된 객관적인 현상이 아니다. 의식된 혹은 지향된 현상이다. 그래서 현상은 의

식주체의 직관적 의식에 거주하고, 실재성의 평가근거로 작용하면서 지각, 기억, 상상, 상징

방식, 이론화작용 등의 인식과정을 통해 심화, 확장된다. 이처럼 현상인식을 위해 취할 수 

있는 태도가운데 사회과학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인격주의적 태도다. 인격주의적 태도는 

사물을 주체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엄밀한 학문으로 정초하기 위해 요구되는 현상학적 

또는 혹은 선험적 태도와 밀접하다(김동일 외, 1989: 192-195). 지속적 의식흐름을 관찰, 기

술하는 현상학적 태도는 인식형성과 주체 및 인식생활에 관한 자기반성의 최종근거를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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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태도를 취한다. 현상학적 태도는 판단중지(epoché)라는 철학적 반성을 거쳐 도달하게 

되는 태도이며 철학적 관심영역이다(소영진, 2004). 반면에 인격주의적 태도는 인간을 자연

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그와 독립된 인격으로 세계를 단순히 대상세계로서가 아니라 환경세

계로 파악한다. 여기서 환경세계는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과 함께 실재세계로서 주어지며, 

인격자의 지각･기억 등의 행동에 의해 인격자와 일정한 관계 속에 있는 세계를 의미한다. 

2) 현상학적 행정 및 정책연구와 가능성

현상학은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 신행정학자들에 의해 실증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방법

론적 전략으로 채택되었다. 기술문명과 물질주의, 관료제화 등에 의해 초래된 인간소외의 

본질을 파헤치려는 특성을 지녔다. 1980년대 이르러 Harmon의 행위이론 등에 의해 행정학

에 도입되면서(Harmon, 1981: 45) 가치중립적 연구로부터 가치비판적이고 가치평가적 정책

연구로의 전환계기를 마련하였다. 현실적으로 행정문제는 복잡･다양하기에(Hendrick and 

Nachmias, 1992: 310-11; Fisher, 1998: 129-46) 다차원적 연구방법과 이론이 요구된다(Brunner, 

1982: 130; Hendrick and Nachmias, 1992: 311). 이런 맥락에서 현상학은 현실문제의 해결에 

무기력했던 실증적 정책연구로부터 가치문제와 주관과 객관의 조화를 찾으려는 이론적 및 

방법론적 분기이자 실증적 접근의 대안적 방법론으로서 의미와 가능성을 지닌다. 뿐만 아니

라 현상학적 정책연구는 정책학 본래의 목적에 접근, 정책현상을 설명하면서 문제해결에 응

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응용과학으로서 정책학과 맥락을 같이한다(Lasswell, 1971: 29). 

사상(事象) 그 자체로서 본질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접근은 경험에 대한 지속적 탐색을 강

조한다는 점에서 실증성을 띠지만, 과거 경험을 통해 증명하려는 실증주의와는 이념 및 방

법론적 측면에서 구분된다(Macleod, 1974: 68). 또한 의미세계(생활세계)의 개별적 구성물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실증주의든 현상학이든 현상의 본질을 규명하

며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다만,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서 생성된 정책이 특정 

개인의 의식 밖에 존재하더라도 개인의 가정과 공유된 의미의 연결망으로서 의미를 갖기에

(Burrell and Morgan, 1979) 현상학적 분석이 실증적 접근에 비해 정책이해와 설명에 유용하

다.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 현상학이란, 방법에 맞추어 현상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맞추어 방법을 택하는 입장, 원래 취지나 의도가 실종되지 않도록 그것을 찾아내고 끊임없

이 상기시키는 입장, 생활세계를 원래의 취지와 의도들이 배태(胚胎)되고 서식(棲息)하는 가

장 원초적인 세계로 보는 입장에서 규정될 수 있다(김홍우, 2007)는 점에서 대안적 설명가

능성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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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개념, 분석수준과 모형

본 논문에서는 현상을 인식하는 주요 개념요소로서 <표 1>에서 보듯 인간존재, 생활세계, 

그리고 인간-세계-관계 간 범주를 상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즉 현상학의 중심을 이

루거나 인접학문인 실존철학 및 해석학에서 산발적이나마 적용된 개념요소로부터 추출한 

것이다. 이는 현상학적 정책연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개념으로서 삶의 주체인 인간존재, 

생활세계 그리고 주체와 세계 간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현상학적 분석이 언어를 매

개로 현상을 바라보면서 문제의식의 문맥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의미의 사회세계

를 구성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현상학적 분석의 기본개념

구  분 인간존재 생활세계 인간-세계-관계

Kierkegaard 주체성 미･윤리･종교적 단계 진리

Husserl 의식, 삶의 주체 지각의 세계 인간의식과 필연적 상관

Heidegger 현존재/일상인 존재와 시간/체험된 세계 개방성, 진리, 비은폐

Sartre 즉자-대자 세계내･상황내 존재 본질부정

Jaspers 상호내적 존재 상황내 존재/한계상황 난파, 개방성

Arendt 사회적/정치적 동물 생활영역 세계의 사물화

Harmon 의미의 협의 조직체, 공동체 왜곡 없는 이해

 자료: 필자 재구성

기본 개념의 바탕에서 분석수준을 연구대상의 단위에 따라 개인, 조직,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분석시각은 인간적, 관리･기술적 그리고 정치･사회적 관

점에서 구성할 수 있다(Alford and Friedland, 1985: 234-235). 이 같은 분석수준과 시각을 절

충하여 현상학적 접근을 위한 분석단위를 도출하면 첫째, 인간행위의 의미를 행위자 관점에

서 파악하는 것이다. 그 까닭은 관찰 가능한 요소 간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사회

성원이 능동적 입장에서 자신의 삶과 사회질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직은 

인간의 목적적이며 의도적 행위에 의해 구성된 가치 함축적 행위의 집합물이다. 이에 겉으

로 드러난 구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가치, 의미 및 행동에 있다(Jun, 1986: 72). 

그리고 조직 내 주관적 개인의 경험을 간주관적으로 공유된 의미의 집합으로 객관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행위자와 조직이 존재하며 상호작용적으로 대면하는 일상적 실존으

로서 생활세계에 초점을 둘 수 있다. 

앞서 제시된 기본개념과 연관시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개인 수준은 인간관계적 관점에



126 ｢행정논총｣ 제49권 제3호

서 인간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주로 정보화 현상에서 정보이용의 행위주체로서 정보이용자

의 실존적 행위와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둘째, 조직수준은 관리･기술적 시각으

로 조직지향과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정보화촉진과정에서 나타난 행위주체로서 정보화 

부처 간 갈등관계와 양상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셋째, 사회체제의 분석수준으로서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생활세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생활세계(Lebens-Welt)는 개인에 

의해 구성된 체험적 세계로서 정보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된 생활정보공동체로 파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망에 사회성원 삶의 현실이 투영되기 때문이다. 

사실 정보가 갖는 특성과 접근의 다양성으로 인해 정보화성취를 이해하려는 공감대 확보

가 쉽지 않다(Machlup and Mansfield, 1983). 정보화 현상도 보는 입장에 따라 상이하고 복잡

한 양상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현상을 개인, 조직구조, 생활

공동체의 바탕에서 직관하고 이해하고자 한다3). 즉 정보화 경험을 조직의 부분(bit)을 구성

하면서 정보서비스의 이용주체로서 이용자, 정보화의 주체이자 행위자의 맥락(context)을 구

성하는 조직체로서 정부조직, 그리고 개인과 조직의 상위맥락(meta context)으로서 공동체생

활세계의 관계 속에서 분석틀을 도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정보화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존재로서 이용자 삶, 조직간 관계지향, 정보망의 생활세계를 기술, 이해하고 정보화 성

취에 대한 평가, 해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보화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상학

적 분석을 위해 중층기술(thick description)4)을 사용하기로 한다. 아울러 연구대상의 문화적 

의의와 가치를 해석하기 위해서 상징, 은유, 언어분석 등이 의미해석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 틀

현상학적
접근 

▶

직관 

이해

▶
성찰과 
시사점

평가

해석

정보화현상

이용자 조 직

생활세계

정보화정책

3) 정보화현상은 복잡다양하기에 모두 기술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세 가지 차원 

즉, 개인(이용자), 조직(부처), 공동체(정보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용자 차원에서 휴대폰서비

스 경험, 조직차원에서 정보화 부처 간 관계, 정보화된 생활세계의 근간인 인터넷의 경험에서 부딪힌 

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4) 중층기술은 언어철학자 Gilbert Ryle이 사용하였는데 Geertz(1998:11-47)는 문화인류학에 적용하여 문

화 해석작업이 중층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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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보화현상의 이해: 의미와 사상(事象)

정보화성취의 산물로서 IT강국은 정부, 기업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정보화를 국가경

쟁력 강화인자로 인식, 정책추진을 가속화했다. 하지만 정보화의 공급요인이자 필요조건일 

뿐 수요요인으로서 이용자의 초기채택(early adapter)과 능동적 소비가 있었기에 정보산업 성

장과 초고속정보통신망 활성화에 의한 IT강국으로서 충분조건을 갖출 수 있었다5).  

1. 정보화 의미와 현상

정보화는 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변화로서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한 평가뿐만 아니라 

시･공간적인 연속성에 의해 나타나면서 사회 전반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사회적 구성물로서 

법 및 정책적 차원에서 규정된 정보화는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의도되었다6). 이처럼 정부에 의해 규정

된 정보화는 사회성원들에게 하나의 동태적 지향의 사실이자 포괄적인 지평 속에서 동시대

적 지향성을 포괄하며 체험되었다. 이론적 수준에서 정보가 물질과 에너지처럼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인식, 전 분야에 걸쳐 인간 및 조직의 정보활용 노력과 의지가 확대되면서 인간생

활의 시간･공간･조직적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 등으로 이해되었듯(Toffler, 1980; Webster, 

1995), 낙관적 시각에서 긍정적 지향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정보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개

인, 조직, 공동체 수준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정보처리나 커뮤니케이션 속도를 증가시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시켜주고 커뮤니케이션 연동에 따라 시간적, 지리적 문

제가 해결된 폭넓은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었다(이호영 외, 2004). 물론 조직

차원에서도 정보기술을 통하여 의사소통과 결정의 새로운 가능성이 확장되었다. 공적 영역

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상업적, 문화적, 정치적 과정에 적극적 참여가 촉진되었다. 정보화

는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생황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생활 곳곳에서 정보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은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참여와 개방을 통한 새로운 커뮤

니티와 사회적 결속을 만들어 냈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새로

운 관계를 맺어온 이용자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새로운 사회변화의 원동력

5) 정보화는 정책관료나 과학기술자 및 학자들에 의한 구성물이 아니며 초경험적인 대상도 아니다. 이
용자들에게 비쳐졌거나 시민이 ‘부과시킨’ 해석들을 선입관 없이 바라본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
치경제적 의도와 이념 및 이론적 편향이나 전제가 없이 정보화를 순수하게 파악해야 한다.

6)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 추진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지만, 정보화

에 대한 정의는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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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이용자들은 양방향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

서 강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 동기를 유발하여 사회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한국정보

사회진흥원, 2008). 

정보화현상을 나타내는 기술적 지표나 요소로서 이동전화와 인터넷, 의지적 요소로서 이

용자의 정보이용과 정부의 정보화촉진활동에 초점을 두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정보화 상

징물인 인터넷 이용인구가 양적 팽창을 거듭, 1999년 1,000만, 2001년 2,000만에서 2010년에 

3,600만 명을 넘어섰다. 정보통신은 단순히 의사소통도구를 넘어 생활수단으로 활용되고 사

회하부구조로서 인터넷은 역동성을 드러내면서 인간의 가치실현과 사회발전을 위해 새로운 

규제와 질서,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등 정보화과정에서 전향적 정부역할의 필요성

에 대한 인식7)은 변함없는 듯하다. 그럼에도 정보화표상은 다양하게 비쳐졌다. 세계 7위

(76.5%)의 인터넷이용률(2008)이나 전자정부 인프라 세계1위(2010) 그리고 광대역통신망 보

급률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경제신문, 2008년6월18일자). 비록 이코노미스

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 등 국제기관의 IT경쟁력 지수평가에서 뒷걸음치고 있지만(중앙

일보 2009년12월2일자), 정보화 열기는 지속되는 듯하다. 가령 인터넷이용율의 경우, 2001년 

당시 월 평균 17시간으로 세계 1위 수준을 나타냈다(연합뉴스, 2001년 6월22일) 특히, 대학

생의 인터넷이용이 17.7시간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9). 2010년부터 불기 시작한 스마트열

풍에 따라 한국의 스마트폰활용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1인당 스마트폰 사용트래픽은 월 

271MB로 글로벌 평균(85MB)의 3.2배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이러한 현상은 정보화의 

양적 성장의 단면을 드러낸다. 

2. 정보화의 내면과 사상(事象)

정보화에 의한 사회성원, 조직지향, 사회생활 전반의 변화는 보편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진

다. 하지만 주관적인 구성물이 아닌 객관으로 전향(轉向)되고 있는 정보화현상은 의도된 방

향으로 인식되거나 드러나지 않는 듯하다. 그 실상을 정보이용자, 조직지향, 생활세계의 측

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정보이용자의 존재: 삶의 질

삶의 질은 개인수준에서 경험되는 주관적 해석의 개념과 속성을 포함하기에 계량화에 회

7) 이를테면 관주도적 정책추진방식, 경제위주의 정책, 중앙집권적 형태의 하향적 추진, 법규만능적 형

식주의와 부처 간 이기주의, 장기적 정책추진 미흡 등으로 평가된다(한국전산원, 1996). 이러한 인식

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명박정부에 이르러 경제중심 및 부처이기주의에 대한 우려가 IT홀대

론, 콘트롤타워 논쟁 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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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이며(Diener, 1984), 통상 개인의 소망과 기대, 요구 등의 충족을 나타낸다(Clemente and 

Sauer, 1977; Hadaway, 1978). 정보화과정에서 삶의 질 문제는 정책이데올로기로 정립되면서 

누구를 위한 정보화인가? 라는 질문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며, 정보화의 문명적 이기(利器)

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Lanlan, 1985). 실제로 정보기술은 

인간생활방식을 변화시켰으며 사회개혁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의미까지 함축한다

(Gabor, 1970). 정보사회에서 삶의 질은 환경오염의 방지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편

리성 증진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Moles, 1980). 하지만 정보이용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작용

으로서 개인정보유출, 사이버사기, 정보편식, 정보격차, 부당요금 등은 개인의 삶의 질을 위

협하는 부정적 요인들이다.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만족스러운 상태는 개별 행위자에게는 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인식된다. 실례로 2000년 상반기 통신서비스이용자의 피해

신고방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모두 2,745건이었는데 2008년 상반기 동안 15,421명의 민원이 

급증했다(통신위원회, 2000;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2008). 일평균 민원건수의 경우, 1998년 

7.1건에서 1999년 15.6건, 2000년 상반기에만 20.3건에서 2004년 92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

로는 부당요금 청구 및 이동전화 의무사용기간 부당 설정, 해지장소의 제한, 통신사업자의 

불성실 응대,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소홀 및 명의도용으

로 인한 불법가입이 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동통신서비스 위약금 분쟁의 경

우, 해마다 증가추세지만 피해구제는 오히려 감소경향을 드러냈다.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3만1,705건이며 이 중 4.2%인 1,340건만이 피해구제를 받

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율도 2007년 5.81%에서 2008년 4.50%, 2009년 2.19%로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8). 이처럼 정보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적 현상들은 단

순히 불만을 넘어 불신을 고조시키고 정보이용자의 후생을 감소하면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

는 원인이 된다.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잦은 버그 및 고장 등로 인한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헤럴드경제, 2011년1월24일자).

2) 조직지향: 정보화 정책부처 및 서비스사업자간 관계

정보화과정에서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보화관련 행정조직 및 

기관 간 협력적 상호작용이 기대되었다. 하지만, 정책영역 확장을 위한 부처 간 입장과 지

향의 차이가 극명했다. 이처럼 정보화분야에서 조직간 지향성의 차이와 갈등은 1980년대 중

반부터 상공부, 과기처, 그리고 체신부간 정보화계획에서 비롯된다. 가령 정보화촉진기본법

의 제정과정을 통해 부처 간 관계정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정보화 전개과정에서 

8) 지난 2010년3월8일 안형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원(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관련 통신사별 위약금 분쟁현황’ 자료를 분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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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위자는 정치인, 기술관료 그리고 사업자였으며, 정보화 촉진과정에서 정부 및 공급자 

입장이 강조된 듯하다. 이는 정보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수요자로서 사회성원의 참여가 상

대적으로 제약되었음을 의미한다. 동 사실은 정책기관의 정책방향에서 여실하게 드러났고 

기존 정보화담론이 정보산업의 이윤추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 편린이 정보화정책의 

근간인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과정에서 확인된다. 심지어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부처 

간 정책경쟁에 따른 중복과 비효율은 망국병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물론 정보통신산업육

성의 경우, 각 부처의 관심이 해당부처의 이익에 집중되면서 제도적 분기가 이루어졌지만 

제도화과정에서 정책수요자인 이용자나 국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한세억, 

2001). 지속적으로 확장, 분화되어 온 정보화제도가 이명박 정부출범과 함께 정보화관련법령

의 통폐합과 IT융합이 고려된 정보통신정책의 기능적 통합으로 축소양상을 보여주었다. 그

러나 융합효과는 미미했고 부처 간 갈등과 혼선이 해소되지 못한 채 부처이기주의를 심화

시키면서 산업계와 국민의 우려를 고조시키며 IT컨트롤타워 논쟁을 가열시켰다9). 여전히 조

직간 지향성 차이는 법령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금이나 조직, 업무영역 등을 둘러싸고 나타

났다. 정책수요자나 기술, 사업 환경의 변화요구를 무시한 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

성을 내포한다. 비단 정책기관뿐만 아니다. 통신서비스사업자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통신시장 성숙에 따른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심화되는 출혈경쟁은 통신사업

자들이 가입자 유치와 ‘뺏기지 않기 위한’ 유지에 막대한 마케팅비용을 쏟아 붓는 구조를 

만들어내며 IT산업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위협하면서 결국, 이용자후생을 감소시키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3) 정보화된 생활세계: 정보공동체

“나는 클릭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표현될 정도로 정보네트워크의 활용은 생활세계의 재

구조화, 경제사회기반의 변화 등 산업사회와의 단절을 운위할 만큼 인간생활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각국은 정보시대에서 정보우위 선점을 위해 정보통신기반구축에 

매진하여 왔다. 조직은 물론 개인도 정보 활용능력의 우위에 따라 그 생존이 결정된다는 인

식에서(McMaster, 1995), 정보통신기반을 근간으로 한 정보환경이 생활영역 전반으로 확산되

었다. 그 결과,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의사소통의 전지구화, 병렬적 커뮤니케이션, 사용자의 

위상 강화 등 생활세계10)에서 혁신적 변화를 낳고 있다. 여기서 상징적으로 구조화된 정보

9) IT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지표가 뒷걸음치면서 기존 정보통신부 부활을 둘러싸고 불거진 IT컨트롤타

워논란은 산업, 정치, 정부,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융합, 혁신흐름으로 급변하는 

IT기술에 정책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신속한 정책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10) 여기서 지향된 의식으로서 체험들은 인간의 자연스럽고 순수한 의식이 지향하는 인간세계의 이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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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정보사회의 생활세계로 이해할 때 인터넷부문의 경우, 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인터넷 

산업매출, 전자상거래 규모, 인터넷 뱅킹서비스, 도메인 수 등이 급속한 양적 확장을 보여주

면서(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생활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사회구성원의 생활영역에서 전

화, 컴퓨터 등이 보편적 생활도구로 활용되고, 정보망의 고도화 및 보급 확산에 따라 생활

정보화가 촉진되고 있다. 생활정보공동체는 양방향적 소통구조를 갖기에 여론의 영향력과 

동의에 근거한 헤게모니의 성립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자유로운 여론형성의 장으로 실시간 

정치, 정치적 참여 확산으로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초고속정보통신에 접속하는 정보이

용자들의 인식과 반응은 의도했던 방향과 거리감이 있었다. 이를테면 정보의 다양성이 제약

되었고, 업체마다 성능과 품질이 제각각인데다 가격도 천차만별이었기에 정보가 부족한 소

비자들의 정확한 선택이 어려웠다. 게다가 느린 속도, 고비용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

이 높은데다 부작용도 심화되고 있다. 그나마 열악한 접속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이용자

를 위한 혁신적 서비스가 생성되지 못하거나 생산적 공론장 형성 및 건전한 정보의식이 미

약하다. 물론 일부 국한된 현상이지만 정보의 활용내용이나 질적 수준, 이용예절에 있어서 

부끄러울 정도다. 인터넷 부작용의 범위와 수준이 갈수록 확장, 심화되면서 정보공동체의 

가치와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Ⅳ. 정보화경험의 현상학적 분석과 시사점

정보통신은 인간이나 조직의 삶 속에서 소통을 증진시키는 매체로 인식된다(Feibleman, 

1966: 318- 328). 더구나 정보시대에서 정보이용과 접근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 연관되기에 

일상생활에서 성찰적으로 조명,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화 성취과정에서 

득세한 기술적 및 도구적 합리성이 생활세계 영역을 침식, 그 정합성을 파괴하여 자칫 정보

사회의 위기라는 역리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정보화경험의 세 가지 단면

정보화 촉진의 근본이유는 지속적인 정보수집, 저장 및 통제를 전제로 하되(Giddens, 

인 대상들로서의 존재다. 또한 생활세계는 인격적 태도에서 바라본 세계로서 합목적적 효율성을 중

시하는 사회체계의 범주에 대항하는 개념이다. 개인적･사회적 동일성을 유지하며, 사회성원들이 배

경지식으로 공유하는 상호주관적 삶의 맥락인 생활세계(Habermas, 1975)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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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178), 삶의 질과 국가사회의 경쟁력 제고에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정보화실상은 기대

와 격차를 드러냈는데 이하에서는 분석 틀에서 제시했듯 개인-조직-공동체의 생활세계에 영

향을 미친 체험적 사건과 경험적 사례11)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정보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오늘날 IT서비스는 선택이 아니라 식료품처럼 ‘필수품’이다. 한국의 휴대폰 및 초고속 인

터넷 사용이 일반화하면서 가구당 정보기술(IT) 관련 지출규모로서 2005년 기준, 가계 중 차

지하는 통신비용으로서 IT엥겔계수가 전체 소비지출의 11.4%로 나타났다. 소비자 10명 중 9

명은 IT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경제신문 2005년 5월6일자). 정보통신서

비스 요금설정의 궁극적 목표는 이용자의 후생극대화에 있다. 이용자는 자신이 지불하고자 

하는 요금과 실제로 지불한 요금의 차이로 잉여를 갖는다. 그러나 실상은 왜곡된 요금으로 

인해 사회후생의 저하는 물론 이용자불만과 불신이 고조되면서 개인적 수준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문제 상황으로 인식됐다12). 통신서비스의 경우,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보편적 서

비스로 성장했지만 이용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적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 중

에서 1위와 2위가 모두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불만이고, 방통위에도 연간 4만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정보서비스이용과 관련한 사회성원들의 정보소외는 부당요금, 의사소통 및 서

비스왜곡 등으로 드러나면서 피해가 급증하였다. 통신서비스내용의 복잡성과 전문성은 소비

자 선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산업조직학회, 2010). 실제로 명

의도용, 해지 시 위약금, 통신품질, 해지지연, 부당요금, 가입 시 피해 등으로 피해유형이 다

양하게 나타났으며 심지어 피해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

다. 이를테면 과당요금부과라든지 심지어 걸지도 않은 전화요금이 부과되거나 고객 모르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방법 등 왜곡현상이 다양했다. 가입신청서 허위작성이나 기존 가

입자를 부가서비스에 임의 가입시켜 놓고 해지요청이 없으면 요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부가

서비스를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해 보라고 한 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익월부터 계

11) 정보화현상을 둘러싸고 표출된 의식과 단상들은 정보화에 의해 구체화된 인간의 정신활동이며 심리

적 양태다. 이처럼 순수한 정보이용자 의식의 흔적과 기억들이야말로 정보화의 실재다. 이 글에서는 

정보이용자, 정책담당자, 사업자 등과의 면접과 사이버공간의 참여관찰을 바탕으로 정보공간에서 표

출된 네티즌의견과 주장을 원용하였다. 아울러 개인적 경험이 투영된 사회현상을 다룬 TV프로그램, 
일간지, 잡지 및 정책기관(소비자보호원, 통신위원회 등)의 사실적 자료를 활용했다. 

12)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YMCA,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와 소비자들은 사업

자편에서 요금인하 폭을 최소화하려는 정책기관(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태에 대해 규탄집회

와 온라인시위를 잇달아 개최하였다. YMCA의 시민중계실 S실장은 “지금의 이동통신가격구조는 소

비자 용인의 한계를 지나쳤다”며 “우선 눈에 띄는 부당요금, 거품요금, 불필요한 요금을 즉시 줄이거

나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2007년5월15일 ‘이동통신요금 4대 괴물 몰아내기 소비자행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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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요금을 부과하는데 통신서비스에 물정이 어두운 노인이나 어린이가 주요 대상이기 십상

이다13).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1000원 안팎으로 소액인데다 대부분 요금

납부는 자동이체, 청구서는 이메일로 받아보기 때문에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는 약점을 활용

했다. 사업자들은 부가서비스에 소비자를 가입시킬 경우,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장려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이나 위탁사업자들이 부가서비스 유치실적을 높이기 위

해 가입자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아예 과정을 생략하고 임의 가입시키는 위법행

위는 계속되었다. 통신위가 위법행위를 적발, 수차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렸

지만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내야할 과징금이 얻는 이익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

해가 속출했다. 문제는 통신업체 잘못으로 부당하게 부담한 요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사실이다. 가령 부당요금징수로 인한 피해사례14)를 겪은 이용자는 업

체에 의해 돈을 돌려받았지만 사업자의 경직된 태도가 불신을 고조시켰다(MBC TV, 

2007-10-12 21:30)15). 요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만 

약관상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일방적 직권해지

나 약관변경 및 운영 등에서 정보공급자와 정보이용자간 불균등한 관계양상을 여실히 보여

준다. 즉 단말기분실에도 불구하고, 의무가입기간에 묶여 미사용 요금을 냈거나 새 약관에

는 폐지됐지만, 가입당시 약관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한다는 업체 측 주장 때문이었다. 반면

에 통신사는 휴대전화 미사용 시 할인요금 적용은, 새 약관에 따라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였다. 이처럼 대부분 이용자들이 약관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체노력도 미

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결합상품 가입이 빈번해지면서, 인터넷도 집 전화와 같이 

자동 해지된다고 으레 생각한 이용자들이 많아 동일한 피해사례가 잦았다. 이 때문에 사업

자들이 고객유치에만 관심이 있고, 서비스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6). 더

13) “이용자 L씨는 70대 아버지의 휴대전화 요금명세서를 살펴봤더니 ‘데이터프리’ 서비스요금이 청구돼 

있었다. 2004년 7월부터 가입된 것으로 나왔는데 확인해보니 아버지께서 가입한 적이 없는 서비스란

다. 이동통신사에 항의하자 처음엔 고객이 가입했다고 큰소리치더니 나중에는 직원실수로 잘못됐다고 

한다(Ohmy News, 2005.05.23일자) 중 ”통신업체 ‘가입사기’ 당신은 무사합니까?“ 를 인용하였다.

14) 52살의 사업가 B씨는 2007년 9월 우연히 전화고지서 뒷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서명이나 동

의 없이 맞춤형 정액요금제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이다. K사 요금내역서에 따르면 5월의 경우, 전화

기 5대로 사용한 실제요금은 6,500원인데 B씨는 무려 77,000원을 납부했다. KT가 무단으로 가입시

켜 놓은 정액요금 서비스 때문이다. 5년에 걸쳐 무려 34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한 셈이다.

15) 주부인 J씨(서울 봉천동)는 “왜 사과를 안 해요. KT면 큰 회사잖아요. 난 미안하다고 사과 받고 싶

은데. 그래서 고발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아서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KT측은 여전히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잘못은 생기면 시정하고 바로잡

아주면 되잖아요. 잘못했다는 거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기자님도 100% 
일을 완벽하게 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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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가입은 쉬워도 해지는 하늘의 별따기’라며 사업자들의 

상도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러한 바탕에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해지를 막기 위해 가

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대리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려금이 

오히려 소비자들을 따돌리는 촉매제로 악용되며, 일부 대리점은 장려금을 받기 위해 고객들

을 교묘히 속이며 심지어 고객개인정보를 DB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스마트폰은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으로 이슈가 됐지만 웬만한 가전제품보다 고가인데다 제

조사 및 이동통신사들의 횡포 때문에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구매 후 생기는 문제를 모두 

소비자 탓으로 돌리는 업체들의 횡포(KBS1TV 소비자고발, 2010년6월4일자)는 정보화가 심

화되는 삶의 공간에서 이용자를 무시한 서비스공급자중심의 편향적 관계가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미뤄 보건대 이용자의 권리보호 보다는 공급자 이익이 우선 시 되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2010.10.1월부터 11월까지 직권에 의한 해지자를 대상으로 이용정지 후 직권해지까

지 소요기간을 조사한 결과, SKT와 KT의 경우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심지어 직권정지 이후에도 기본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17)(방송통신위

원회, 2011.5.18일자 보도자료). 이처럼 정책이 자율과 자유에 대한 억압의 정도를 줄이고 경

직성을 감소시키는 바람직한 방향(Habermas, 1973)과 동떨어진 괴리현상에 대해 이용자보호

정책은 IT후진국으로 비판되기도 하였다18). 그렇다고 정부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 

동안 정부는 방송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복잡·다양화 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

육을 통해 이용자역량을 강화하고, 시장모니터링과 피해사례 분석 등을 통한 방송통신 이용

자보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를 설립했다(방송통신위원

회, 2010.3.4). 하지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내에 설치하여 과연 사업자조직에서 이

용자보호가 확보될 것인지 의구심을 낳았다.    

2) 정보통신 행정조직간 갈등

원래 행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정책을 통해 가치를 창출, 배분한다. 국민을 위해 이

16) 이용자 K씨는 S사의 초고속인터넷과 집 전화를 쓰다 2009년11월 K회사(030200) 결합상품(초고속인

터넷+인터넷전화+인터넷TV)으로 바꿨는데, 해지된 줄 알았던 이전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계속 청구돼 3달 동안 자동으로 이체되고 있었다(미디어제주, 2010.3.26일자).

17) SKT는 이용정지 후 직권해지 이전까지 기본료(월 3,850원)가 계속 부과되었으며, KT는 임의적으로 

이용정지 후 9개월간 수신을 유지하면서 직권해지도 일률적으로 유보하고, 기본료(월 3,850원)를 부

과(9개월, 34,650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18)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연간 500억 원대로 예상되는 스마트폰 데이터요금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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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새 없이 조화로운 정책이 기대되면서 전자정부가 등장하였다. 횡적연계성이 중시되는 정

보정책의 경우 부처 간 협력과 연계가 한층 강조된다. 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

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정책을 둘러싸고 부처 간 소통단절이나 상호작용의 어그러짐

(slippage) 현상이 드러났다. 어그러짐은 여러 층의 정책과정을 거치면서 원래의 정책의도에

서 연속적, 누적적으로 벗어난 현상으로(Freudenburg and Gramling, 1994), 일시적 현상이 아

닌 구조적 갈등문제로서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을 비롯한 법률제정과정에서 심하게 드러났다. 

법률 명칭이나 조문의 자구를 조직이해에 따라 해석하는 행태뿐만 아니라 정책조정과정에

이기적 행태가 빈번하게 야기되었다. 관료들은 소속부처의 이익으로서 조직 확장, 예산확보, 

재량권 증대 등을 유지하거나 침해방지를 위해 조직자원과 세력을 동원하면서 부처중심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타났다. 이를테면 당시 법제정 취지에 대한 부처 간 입장을 보면, 

상공자원부는 정보통신산업도 산업의 한 분야인 만큼 상공자원부가 적극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며, 체신부는 국가의 핵심전략으로서 국가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제정목

적을 두어야 함을 주장했다. 반면 경제기획원은 거시경제정책을 수립, 총괄하는 조정부서이

지 특정 산업분야의 정책집행부서가 아니라고 발뺌했다. 이는 전기통신기본법, 전산망법 등

에 의해 정보통신정책을 펼쳐온 체신부논리를 뒷받침했다. 이처럼 부처 간 정책갈등은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나타났다. 그 까닭은 정책수단과 피규제자의 동기부여가 

부족한 경우, 정책실패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산

업계 및 민간부문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다19). 결국, 관료지배적 기술기반 및 관료와 시민 

간 불균형의 정치･행정적 상황이 정보화 제도형성의 매개변수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

보이용자 및 기업요구는 오히려 종속변수의 위치에 머물렀다. 실례로 1993년 당시 정보화촉

진기본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지만, 당시 정재석 신임경제기획원장관은 “정보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 체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내실있는 

법안이 되도록 보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체신부의 완강한 반대로｢정보화촉진기금｣및｢
정보화촉진정책심의회｣등 핵심적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는 법률로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

자 체신부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경제기획원의 의도가 깔려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기금출연과 업무수행조직 등을 둘러싸고 관계부처가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쟁점사항

의 주도권을 장악한 부처가 장차 정보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된다. 이 같은 

상황은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기술관료들이 독자영역을 구축하고 권력을 지속적으로 

19) 이를테면 정보산업계의 최대관심사였던 정보화촉진 법안이 법제정과정에서 명칭이 바뀌고 그 의미

와 취지까지 퇴색되었는데 집행수단 관련 핵심조항이 빠진 것은 단순히 상징적 의미로서 법률존재

의 명분만 세운 격이다. 이는 결국 관련부처 간 마찰을 빚어왔던 조항들이 삭제 또는 축소되는 것

으로 나타나 업계 및 국민을 위한 실리가 철저하게 외면당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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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 과정에서 배제된 산업계나 민간부문 등 사회성원

은 수동적이며 순응적 성향을 유지하였다. 이렇듯 정보화과정에서 부처 간 소통단절과 함께 

정책지향이 어그러지면서 정책대상 집단과 정책공동체에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켜왔다(한세

억, 2001).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정보통신 진

흥기금 배분, 무선인터넷 부문에서 지경부, 방통위, 문화부 등이 자기 부처의 기득권을 앞세

워 갈등을 연출하고 있다. IT 부처 간 경쟁은 이처럼 ‘선의의 경쟁’ 수준을 넘어서 이미 위

험수위에 근접했다(디지털타임즈 2010년4월19일자). 사실 한국은 전 부처가 네트워크화되어 

최고수준의 전자정부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파편화된 정부기능의 난맥상이 여전한 것은 정

보화와 관료조직 간의 괴리의 단상을 보여준다. 또한 과거에 개발된 많은 정보시스템들이 

저활용(underutilization)된 점은 개발과정이 고객만족보다는 공급자편의성 중심으로 추진되었

음을 드러낸 것이다(송희준, 2008). IT산업진흥 담당부처의 경우, 지경부･방통위･행안부･문광

부 등 4개에 이르며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고려할 때 거의 모든 부처들이 IT산업과 관련

된다. 하지만 정통부해체 이후 IT기업들은 관련 부처들을 일일이 상대하고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20). IT산업발전을 지원해야 할 정부조직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형국이

다. 조직간 상호작용의 어그러짐은 정책기관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에도 나타났다. 선의의 경

쟁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대보다는 ‘고객 뺏기’ 경쟁이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K사가 경쟁

사의 가입자정보를 몰래 빼내려다가 들 통 나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머니투

데이, 2010년5월25일자). 심지어 통신사업자대표와 방송통신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마케팅비

를 유선과 무선을 구분해 매출액 대비 20%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정부가 

기업담합을 유도하는 카르텔을 조장하는 것은 후진적 행태로써 시장경쟁 침해는 물론 궁극

적으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기도 하였다(김상호, 2010). 

3) 정보화된 생활세계의 불만

정보공간의 확장에 따라 생활세계와 사회･정치적 소통방식이 정보네트워크중심으로 변화

되고 있다. 정보생활공간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도 1999년 59만 명에서 2001년3월말 500만, 

2009년 11월 현재 16,316천명으로 급증하였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 비해 소통과 신뢰가 중

시되는 온라인공간에서 네티즌의 불만사항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001년 당시 초고속인

터넷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3명은 서비스해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1년1

월18일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불만사항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2008년4

월부터 1년 기간(2008.4.1∼2009. 3. 31)에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사건

20) 과거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부처 간 업무충돌이 빚어지고 있고, 관련 정보통신업체들도 과거보다 

더 많은 정부 부처를 상대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디지털타임즈, 2008년10월16일자).



한국 정보화경험의 현상학적 분석 137

(375건)의 피해유형21)의 경우,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53건(40.8%)으로 가장 많았고22), 개인

정보유출 70건(18.7%), 약정불이행 53건(14.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과 IPTV

와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가입이 점증하고 있지만 해지 시 위약금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실례로 인터넷 서비스 비제공지역 이사에 따른 중도

해지 시, 약정기간 임의연장 후, 일부 서비스 하자로 인터넷 결합상품 해지 시 위약금을 부

과하여 정보공동체 구성원에 피해를 야기하였다. 생활세계에서 정보접속이 일상화되고 인터

넷기반산업이 급성장했지만, 공급자위주의 관련법규나 불공정한 소비자약관 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온라인공간에서 “초저속忍터넷”, “초저속 A/S” 등 속도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불신에 뿌리를 둔 질타와 개선요구에서 엿볼 수 있다. 즉 가입자 수 확장에 목

적에 둘 뿐 가입자들을 위한 안내 및 A/S의 부실, 계약위반 등 신고사례들이 표출되면서 왜

곡된 정보생활세계의 편린을 드러냈다. 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갖추었지만 사

업자별 가입자 수와 업·다운로드 속도 등 전반적으로 실제 속도가 통신사가 광고하는 속도

의 10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준으로 상당한 격차를 드러냈다. 즉 100Mbps 상품에 가

입했어도 통신사에 따라 실제 4~28Mbps 속도를 제공받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0)23). 이

러한 원인에 대해 업계에서는 통신사와 포털사업자 간의 책임불분명에 따른 투자 미루기에

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보생활세계의 현상에 투영된 네티즌들의 부정적 인식은 사용

자 권익보호에 대한 우려를 넘어 서비스지연과 관련한 사업자 대응조치에 대한 체념 섞인 

불만24)에서 아무런 보장 장치 없이 수동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던 이용자들의 심정을 엿

볼 수 있다. 이처럼 법적 규제가 미비한 현실의 개선을 위해 네티즌가운데 사용자 권익보호

를 위해 최저속도 보장제가 주장되기도 하였다. 

정보생활공간에서 표출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초고속인터넷의 사용에 불신과 불만이 

지속되어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속도에 만족하는 소수의 이용자도 있었지만, 이

들의 만족속도 역시 광고나 기타 신문보도와 괴리를 드러내면서 서비스 불만사항을 각 기

21) 한국소비자원(2009.5.14)의 발표자료를 활용하였다.

22) 정모씨(부산, 남, 40대)는 2009. 2. 11. 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했는데 

인터넷전화의 통화품질 하자로 수차례 A/s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피신청인에 대한 신뢰 상실로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해지를 요구하자 인터넷에 대해서도 해지위약금을 부과하였다.

23) 방통위의 L이용자보호과장은 “100메가급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가 다운로드 10Mbps이므로 주요 

통신3사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속도는)실제 소비자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24) 동 사실은 “....가입할 때부터 기대를 안했지요...2주가 103일이 될 줄이야....그래서 D라인 게시판에서 

1달 넘게 활동했지요....속도 떨어지면 게시판에 또 들릴거니...그러니 게시판글쓰기와 상담원과 전화

하는 걸 많이 해야 합니다...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요”라고 반응한 가입자 xxx의 ‘REVERSAL’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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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사이트에 신고하여 해결하려는 참여지향적 행태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각 기업들은 자

체방안을 발표, 실행하였지만 서비스 향상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한 불신 및 항의움직임이 인

터넷으로 확산되었다. 함께 만들어 가야할 정보생활공동체로서 네티즌의 공세적인 입장변화

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용자를 의식한 듯 통신위원회는 4시간이상 서비스 장애 시 시

간당 평균이용요금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약관을 위반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배상금을 부과하였다. 이와 함께 문제발생 시 이용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서면계약서 보관 등 별도의 대응책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보다 전향적으로 지난 2011

년 5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가입,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의 불만 해결을 위해 8개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 이용자보호 업무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방

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1년5월4일자)25).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도 소비자불만의 개선노

력이 전개되었다. 그 일환으로 KT는 이용자가 직접 네트워크 품질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제시하였다(전자신문, 2010년6월10일자). 한편, 인터넷이 사회,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소통을 촉진시키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보편식, 해킹, 개인정보 도용과 유출, 불법콘텐츠 및 허위정보유통, 명예훼손, 온라인사기 

등 부작용이 정보공동체를 위협하면서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라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Schenk, 1997). 인터넷 부작용이 생활세계에 해독을 끼치면서 더 이상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디지털 초위험사회

로 인식되었다(Beck, 1992). 그 이유는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잠재적 피해대상이 많기 

때문이다. 가장 커다란 원인은 확산일변도의 정보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처럼 정보화역기

능이 커지면서 검열과 규제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신념도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2. 현상학적 분석과 평가26)

현실에서 대안은 자동적으로 제공되기 보다는 삶을 통해 재발견되는 것이다. 대안탐색은 

문제가 해결책을 찾을 뿐 아니라 해결책 역시도 문제를 찾는 조직화된 맥락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남지원, 2009). 더구나 정책은 본질적으로 다원적 가치와 폭넓은 공중의견 수렴을 

25) 주요 평가항목으로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조직운영, 사내교육 등 관리체계, 이용자 불만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정부가이드라인 자율 준수 등 예방활동, 불만대응 현황, 이용자 만족도 등 총 4개 분야 

65개 항목이다

26) 본 연구의 실제적 근거인 이용자의 감정 상태와 행태가 혼돈스러운 의식흐름이나 무능한 개인의 단

자론적(單子論的) 조건의 고통들을 뒤섞어놓는 사고, 비뚤어진 불평 등으로 비쳐질 수 있다. 하지만 

정보화 본질은 물리적 대상만이 아니라 가상이 아닌 리얼리티로서 해석될 필요가 있는 확연한 대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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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한다(Dizard, 1982: 134). 하지만 수렴은커녕 정보화성취의 상징인 이동통신서비스나 

초고속인터넷영역이 소비자불만 최고의 불명예를 차지했다27). 그렇지만 당초 정보서비스 및 

정책과정에서 인간-조직-공동체간 상호작용은 정보화된 세계에서 인간존재의 가치를 구현시

키는 행위다. 정보접속과 연결에 의한 인간-세계의 관계에서 공공영역도 확장추세다. 이른바 

비은폐의 개방성 확장을 위해 정보서비스이용, 조직간 관계, 정보공동체에서 소외, 대립, 왜

곡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세계에서 불균형, 갈등, 불안으로 인한 좌절, 실패, 난파(難
破)를 경험하였다.  

첫째,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공급자와 소비자간 권력불균형성, 정보비대칭성이 컸다. 규

모가 큰 기업들과 이용자 개인 간 불균형, 비대칭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다양한 피해를 경험

했다. 또한 정보과잉 속에서 개인의 정보주체성 유지, 회복은 사유와 판단에 의해 가능하다. 

만일 정보수용자의 자기주체성이 확립되지 못하면 소외될 수 있다. 여기서 소외는 가능적 

실존에서 의사소통을 기다리는 의식이며, 소통 역시 실존의 근본적 요소로서 진리의 가능인

자로 인식된다. 그러나 실제 정보서비스현상에서는 공급자 독단성이나 주관-객관의 분열에 

의해 무력감을 느낄 정도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실존적 공동체의 성립요건으로서 소통

은 안이한 타협이나 복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존재를 위해 공개하고 

의문이 없어야 함에도 아직도 통신서비스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둘째, 정책은 가치창조활동이자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행동이다. 나아가 인간의 존재

가치, 욕구, 잠재능력을 신장하고 이용자 삶의 세계를 창조적으로 심화시키면서 공동체 구

현을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정보화 정책공간에서 투영된 현실은 정책대안 및 이슈별로 상

이한 관점, 가치가 대립되었다.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로서 공공성은 인간대면의 현장이자 

인간관계의 출현공간이며, 공공영역은 인간관계의 그물이다. 따라서 정책기관은 공공성 확

장과 공공영역 회복의 실천에 노력해야 한다. 만일 관료나 부처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

우, 솔직하고 편견 없이 논의해야 상호주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 동시에 끊임없는 정책 환

류와 재검토의 바탕에서 관점과 시각, 시점과 상황 등을 전체적, 본질적으로 다져야 정책난

파성이 극복가능하다. 그러나 정책현상에서는 정부조직간 관계뿐만 아니라 국민 간 관계에

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셋째, 인터넷기반 생활세계에서 익명성,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위험성이 커지

고 있다. 인터넷공간은 정치적･사회적 이슈관련 의견개진이 활발하여 여론형성 및 정치적 

선택에 영향력도 막강하다. 게다가 직접적 대면의 필요가 없이 상호 무지상태의 관계도 점

27) 지난 2006년10월10일부터 2009년 8월말까지 홈페이지, 전화, FAX,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제보 가운데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서비스를 합한 통신서비스(2355건)가 3년 연속 1위를 차

지하였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09년9월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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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자아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 타인을 위한 배려도 줄어들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강화되는 경우, 자칫 정도와 양상의 차이가 있지만 인간존재와 가

치를 위협하는 한계상황에 직면하면서 유한성을 의식하고 좌절을 겪을 수 있다. 비록 좌절

이 무력감을 자각케 하고 절망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사유를 통해 한층 높은 삶을 경험할 

수 있다. 한국의 정보화된 생활세계에서 아쉬운 것은 비록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지각할 수 

없지만 좌절극복과 실존적 진리를 해석가능하게 하는 성실한 고뇌가 공동체성원 모두에게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앞서 경험적 현상에서 드러났듯 한국의 정보화는 공급자 중심이었으며 많은 이용자들의 

끊임없는 체험의 흐름에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사실은 이용자존재와 소통, 공동체의식

이라는 지향성이 간과되었다는 점이다. 그 까닭은 정보화의 중추인 정보산업 육성과 정보기

반구조 구축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의미와 국가발전전략의 맥락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Schenck, 1988: 13-14). 자연히 국가-기업간 인터페이스에서 관료주도적 

정책산출 양상을 드러냈다(한세억, 2001). 여기서 형성된 폐쇄적 담론체계에서 산업계 요구

가 우선시되었고, 탈규제와 사유화가 필수조건으로 강조되는 통신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대

기업중심의 지배구조가 마련되었다. 이는 자본에 의존하는 정책관료들이 자본축적을 가능케 

하는 상황의 지원에 기본적 관심을 드러낸다는 주장(Offe and Ronge, 1975)과 일맥상통한다. 

이를테면 통신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규제기관과 피규제산업간 우호적 관계에서 공

급자이익 극대화를 위한 목적을 근저에 깔고 이를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래서 경쟁적 정보통신환경에서 최종이용자(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해야 하는 규제기관 본연

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했다28). 실제로 통신사업은 정부의 3강체제의 기조 하에 SKT, KT, 

LGT 3개 사업자에 의한 독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정부의 친산업적 경향이 유지되었다. 이

렇듯 정부정책에서 통신진흥이 통신규제를 침식하면서 이용자주권이나 권익침해 상황을 야

기했다29). 아울러 기술관료의 국지적 합리성과 부처이기주의가 강화된 채 전개된 정보화의 

외적･양적 확장이 이용자의 자율성을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생활세계에 투영된 

것으로 생각된다30). 

28) 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이 전국 7개 대학 700명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이용자를 위한 민관 차원의 

이익환원 지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응답자 다수가 이용자권익 지원정책에 만족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프라임경제, 2010년6월11일자). 

29) 정부와 사업자들이 소비자 권익은 무시한 채 행정편의와 사업자 이익만 지나치게 앞세우는 사례가 

잇따라 반발을 사고 있다(한겨레신문, 2001년4월13일자). 통신사들은 무선인터넷에 비싼 요금을 부

과하거나 출시된 휴대폰에서 와이파이를 빼거나. 심지어 아이폰의 국내출시를 막았다. 그런데 아이

폰이 들어오자 무선랜을 장착한 휴대폰을 내놓았다. 이러한 사업자행태는 한마디로 소비자를 ‘봉’으
로 인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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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1990년대 중반이후 사회환경 변화와 함께 이용자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했지

만, 여전히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정부･기업의 정보화 ‘유도’에 이용자가 순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사실 IT기술은 사용자위주의 인터페이스를 강조해야 이용자에 어필할 수 있는 제

품과 서비스혁신이 가능하다. 더구나 시장포화 상태에 이른 초고속인터넷통신서비스나 이동

통신서비스의 경우 서비스혁신보다는 과당경쟁, 부당거래 등으로 통신서비스 피해사례를 증

가시켰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0년6월7일자). 이에 따른 온라인소비자고발에서 드러난 

이용자감정 상태는 “사기, 횡포, 수작, 우롱, 골탕, 농락, 울화통, 저질, 기만, 만행, 착복, 무

책임” 등으로 표출되면서 단순한 불만을 넘어 위험수위를 나타냈다. 다른 한편, 그 동안 변

함없는 공급자중심의 정책이나 서비스실상에 대한 경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적 조력과 함께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은 그동안 불균형적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올바른 방향잡기로 평가할 수 있다. 

3. 한계 및 정책적 시사점

방법론의 측면에서 현상학적 언명은 개인적 삶의 체험에 의존하기에 일반화 가능성의 문

제를 지닌다. 게다가 시간 초월적 서술을 추구하기에 시･공간적 타당성의 한계를 지닌다. 또

한 해석적 패러다임의 한 범주로 인식되면서(Burrell and Morgan, 1979) 비판이 제기되었다

(Ricoeur, 1981). 심지어 전제 없는 철학으로서 현상학적 접근은 보다 분명한 기초 위에 수립

되기까지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모든 판단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역설되었다(Cresswell, 

2005: 77)31). 더구나 정보화현상이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이나 접근에도 제약이 따른

다.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에서의 주체들과 인식과 실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파악이 어렵다. 더구나 의식적이고 관찰가능 한 관계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잠재적인 

사회구성원 간 관계도 발생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상황에 대한 이해, 설명에 한계가 예상된

다. 정보화로 인한 개인, 조직, 공동체에서의 접속, 인터페이스역시 다양해지고 이른바 정보

화된 세계의 증강된 현실(augmented reality)과 실제간 현상의 차이가 현상학적 접근의 한계이

다. 정보화현상은 광범하고 기술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그 경험주체에 따라 의식이나 인식, 

체험 역시 가치판단이 개입되기에 일반화의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보

30) 정보통신전문가인 카이스트의 K교수는 “우리나라 정보화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공급자위주

의 통신환경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오마이뉴스, 2010년 3월 23일자)

31) 현상학에 대한 해석학적 비판은 Heidegger에 의해 실천되었으며, Gadamer에 의한 반성으로 해석현

상학 또는 주관적 해석학으로 변하였다(Bleicher, 1980: 95-140). 여기에 Ricoeur는 관념론에 의한 주

체의 직접적 자기정립을 부정하면서 객관성 확보와 반성에 의한 직접성의 매개를 요구하며, 간주관

적 객관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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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생활세계는 사회성원 각자의 세계이해와 상대방 행위에 부여된 의미에 대한 음미나 해

석이 중요하다. 더구나 사회성원들이 처한 상황이나 반응은 획일적이지 않기에 해석학적 시

각에서 다양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인간행위를 지배하는 일정한 규칙이 없이 상호작용을 

해석과정으로 파악하고 있기에 생활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적 기술에 근거한 절충적 논

의로서 생활세계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맥락이 남겨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객관적 

해석을 주관적 해석에 내재된 생활세계적 지향성에 부합시킨 것으로 단순히 주관적 해석에 

종속시킨 자의적 해석이나 객관적 지식을 특정 사회집단의 주관적 해석에 종속시킨 당파적 

관점과 구별해야 한다(김홍우, 2007). 둘째, 정보통신은 순수 정보과학기술이나 소박한 사회

담론이 아닌 생활세계 내의 삶을 견지하는 성찰적 정보화로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은 

정보기술이나 정보정책 틀 안으로 시민들을 끌어넣기보다는 생활세계 욕구나 자연발생적으

로 생성된 정책적 지향성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 생활세계적 지향성이 잘 살아나도록 

생활세계 관점에서 부단히 기술과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해야 한다. 즉 관료입장이나 행정편

의에 의한 선택적 참여가 아니다. 마치 사람이 필요한 경제활동에 참여하듯이 누구든지 필요

하면 자신의 이해관계를 파악해서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Pavlik, 1994). 셋째, 

생활세계의 정보통신현상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 객관적 해석보다는 당사자 의사, 즉 주관

적 해석이 중시되어야 한다. 이처럼 생활세계에 대한 기술과 과학세계적인 설명의 객관적인 

해석과 주관적인 해석을 생활세계로 종합하기 위해 초월론적 주관성, 시차적 관점, 상황론적 

관점 등 다양한 시각이 견지되어야 한다(오수길 외, 2009). 

앞서 보았듯이 정보서비스, 정부조직, 정보생활세계는 그 자체 속에 실패요인을 내포한다. 

당사자 간 이해득실, 다양한 욕구가 개재되어 갈등상황이 초래된다. 다양한 인간-조직-세계관

계에서 보듯 자아, 타인과 사회조직 및 사회전체 간 관계에서 드러난 불만, 불신, 갈등, 불안

에 의해 야기된다. 이로 인해 인간이 직면하는 한계상황에서 경험하는 좌절의식에 대한 극복

의 계기, 즉 정보사회의 난파성 자각과 극복을 위해 이용자, 정책관료, 공동체 구성원의 혜안

성이 요구된다. 바로 자기의 실존을 세계-내-존재로서의 가능성을 해석하는 통찰력이다. 공급

자든 수요자든, 정부부처든 시민사회든 자기 자신의 정당성만 고집할 게 아니라 타인, 상대

방 생활의 원동력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책임 있는 선택과 결단을 고뇌하고 실천해야 한다.  

Ⅴ. 맺는 말

현상학의 개념과 분석 틀을 정보화현상에 의식적으로 실천(praxis)한 결과, 정보화 성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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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원의 인식과 생활세계에 긍정적이면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드러났다. 외견상 정

보화는 당위성과 절박성의 논리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달성

을 위해 정부주도형으로 추진, 양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인식은 가입자 수, 보급률, 정

보화투입자원 등 객관적 수치로 구체화되었으며 역대정부에서 정보화업적으로 홍보되었다. 

하지만 실상은 공급자입장과 논리가 강요되고, 정보화조직간 정책갈등과 망 구축 일변도의 

확장으로 인해 지불해야 했던 사회성원의 피해나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았다. 소통도구의 

발달로 정보소통 량이 증가하고 정보공동체 생활세계가 확장되었지만 소통의 질이나 공동

체 신뢰는 낮은 듯하다. 특히, 내면에서 표출된 정보이용자 의식흐름, 조직지향, 정보생활세

계는 단순히 이용자소외, 조직간 불통, 정보공동체 불만이라는 문제를 넘어 이제는 다종다

양의 복합적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자칫 산업･기술적인 양적 성취를 이룩했

지만 사회･문화적 실패에 따른 질적 불균형의 정보화가 우려되기에 정보화가치와 방향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정보기술의 특성인 소통, 쌍방향성, 연대가 이용자의식과 생활세계에 

왜곡 없이 발현되어야 성숙한 정보화다.

향후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간의 융합이 확대되고 다양한 방식 간 결합기반의 정보활동

이 증가하면서 복합적, 중층적으로 구성된 피해경험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유비쿼터스가 확산되면 개인이 지닌 속성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치정보, 관계정보 

그리고 기호에 대한 정보까지 자신의지와 무관하게 상품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서 참여, 관계영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복합영역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피해사례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기존 문제점과 제도를 재검토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체험되고 있는 스마트흐름은 과학기술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기

에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첫째, 소외된 이용자욕구, 의사, 요구를 존중하여 정부 및 기업과 

이용자 간 왜곡된 관계가 시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이용자중심

의 정보화로의 방향전환을 위해 이용자 권리보호 및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이 

실천되어야 한다. 둘째, 부처 간 상호작용과 협력이 요구된다. 정책관료는 독선이나 부처이

기주의에서 벗어나 시민사회･공동체이익을 지향하면서 정보의 주체적 행위자인 국민 삶의 

질과 이용자 후생에 정책지향을 맞추어야 한다. 셋째, 정보생활공동체의 균형발전과 질적 

성숙이 절실하다. 정보생활세계의 기술･경제적 측면과 함께 사회･문화적 요소가 균형을 이

루어야 한다. 정보생활 공동체의 구현은 구성원의 자율성과 자주성 그리고 공감대에 기초해

야 하며, 정보생활세계의 확장에 따른 혜택과 편익의 격차나 차별이 없이 공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인간중심적이며,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숙된 정보화의 성취로서 스

마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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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Informatization 

Experience in Korea

Sae-eok Han

Informatization is currently a universal phenomenon. This paper has a critical view 
that is distinct from the usual one these days and contains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that current studies have overlooked. This view would allow us to have 
a clear picture of informatization and to look into the phenomenon of informatization 
from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community levels of analysis. Korean government 
should reflect and re-examine the basic value and direction for its informatization 
policy with this phenomenological context of informatization. That is, a drastic switch 
in informatization policies is necessary. Korean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informed communities at the networked-community level by 
advancing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romoting information industries. 
Government should also activate a public-based information system by encouraging 
socio-cultural levels.

【Key Words: phenomenology, information user, information policy orientation,

informed commu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