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른
모바일 디바이드에 관한 연구
-

활용 격차를 중심으로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김 성 규

국 문 초 록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의 정보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보접근
및 활용에 대한 격차(Divide)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기존의 많
은 연구들이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러나 최근 정보통신 수단의 무게중심이 모바일(Mobile)로 이동함에 따라
정보 격차에 대한 논의에서 모바일 디바이드(Mobile Divide)가 더욱 강
조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용자들 간의 활용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활
용에 대한 격차는 정보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바일 디바이드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영
향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모바일 디바이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소
득을 주목하였는데, 연구를 위해 정보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무선
데이터 사용량을 설정하고 소득을 나타내는 변수는 지방 소득세 소득분
을 설정하였다. 지방 소득세 소득분이 많은 지역일수록 무선 데이터 사
용량이 많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를 검정하기 위해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의 2010년 및 2011년 스마트폰 가입자 데이터를
조사하여 전국 233개의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가공하였고 이를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지방 소득세 소득분은 1인당 무선 데이터 사
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의 격차가
정보활용의 격차를 가져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연
령대가 무선 데이터 사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났는데 인구 밀집 지역인 시/구 지역에 거주
하는 사용자가 군지역에 거주하는 사용자보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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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의 격차가 정보활용의 격
차를 가져오고 이는 궁극적으로 정보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사
용 바우처(voucher), 조건적인 무선 데이터 사용 비과금 처리 등의 정책
적 보조 방안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모바일 디바이드에 대
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시행되어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
분에서의 보완을 통하여 모바일 디바이드 현상을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주요어 : 모바일 디바이드, 스마트폰, 디지털 디바이드, 무선 데이터
사용량, 지방 소득세 소득분
학 번 : 2011-2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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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심화될 수 있
는 모바일 디바이드(Mobile Divide)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소비자가 스
마트폰을 획득(접근)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접근격차’가 아닌 스마트폰
을 이미 확보한 사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발생되는 ‘활용격차’에 중점을 두어 사용자들 간의 정보활용 격
차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고자 한다.
현재 개인의 종합적인 정보 활동 수단은 유선을 기반으로한 전화 및 인
터넷에서 모바일 디바이스(Mobile Device)를 통한 무선 인터넷으로 무게
중심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으며 그 정점에 위치해 있는 정보기기
(Information Device)가 바로 ‘스마트폰(Smartphone)’이라고 할 수 있
다1).
스마트폰은 PC 기능과 전화 기능을 핵심으로 하여 다양한 부가적인 기
능을 제공하는 휴대 전화이다.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에 직접 접
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브라우징(browsing)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고, 카메라, MP3, 그림,
메모, 문서 작업 등 다양한 부가기능이 고도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애플
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활용하고 인
1) 두산백과에서는 스마트폰을 “휴대폰과 개인휴대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의 장
점을 결합한 것으로, 휴대폰 기능에 일정관리, 팩스 송·수신 및 인터넷 접속 등의 데이터 통신
기능을 통합시킨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폰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사용자가가 “원하는 대로 설치하고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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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점 등에서 기존 일반폰 즉, ‘피처폰(Feature
phone)’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2)
국내에서는 상당기간 2G 및 3G 기반의 피처폰 중심의 휴대 전화 시장
이 형성되어 있었고 초기 스마트폰 시장은 B2B 시장, 외국계 기업 직원,
특정 분야 직군 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KT가 2009년 11월 아
이폰을 도입한 이후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확장이 이루어졌다3).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는 스마트폰 구매에 대한 열풍 현상이 발생하고 제조사 간
의 스마트폰 출시 경쟁이 촉발되어 도입한지 3년이 되는 시점인 2012년
말에는 사용자가 3,272만명 수준으로 폭발적인 확산이 이루어졌으며, 보
급률 또한 61% 수준으로 세계적으로도 최상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산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스마
트폰을 통하여 편리하고 다양한 일상 생활이 가능해지고 실시간·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짐으로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개인의 일상 생활에서의 다양한 활동들 중 특히, 정보접근
및 활용과 관련된 활동의 중심이 스마트폰을 통한 이동 통신 서비스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활용도 차이가 개인간, 집단간 정보
격차를 초래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보급 확산
에 기반한 모바일 디바이드 현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격차’와 이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집단내에서 나타나는 ‘활용격차’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개인 간 정보
‘접근격차’는 줄어드는 모습이 예상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2) 구글 위키 백과 참조
3) 백준봉 외(2012)의 연구에서는 국내에 아이폰이 도입되기 전의 상황을 “IT 갈라파고스化”라는
용어를 통해 세계시장의 추세와 동떨어진 채 국내 표준만을 고집하다가 고립을 자초하는 상황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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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에 따라 개인간의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러한 ‘활용격차’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모바일 디바이드는 국민의 정보 불평등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격차 현상이 심화된다면 개인의 소비
및 생산 활동을 포함한 경제 생활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부분에서도 전
반적인 생활의 격차를 가져오게 되어 국민 상호간의 이해와 통합을 저해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모바일 디바이드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활용도의 차이는 사용자
의 여러가지 특성 즉, 사용자의 소득수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 등
다양한 측면 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적인
스마트폰 사용자의 실증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어떠한 변수가 모바일
디바이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개인의 스마트폰 활용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바일 디바이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편, 모바일 디바이드 현상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한정된
응답자에 기반한 면접조사,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과
는 달리 본 연구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하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무선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분석을 시행했다는 데
에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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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모바일 디바이드 현상 중 정보접근의 격차(Access
Divide)가 아닌 정보활용의 격차(Application Divide)에 중점을 둔다. 정
보접근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근 시장에 출시되는 모바일 디바이스
(Mobile Device)중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고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단말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
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스마트폰 구매 확산은 더욱 지
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정보에 대한 접근격차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매한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정도인 활용격차는 사용자 간의 상당한 차이
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정보활용 격차를 모바일
디바이드를 나타내는 중요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활
용격차를 대표하는 변수로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하
여 소모하는 1인당 평균 무선 데이터 사용량(Mbyte)을 설정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국내 모바일 디바이드 현상으로 한정하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인 233개 시․군․구를 분석의 기본단위로 하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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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3개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 중 1위 기업인 SK텔레콤의 사용자 자
료를 바탕으로 연간 통계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SK텔레콤4)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이 기업에
가입한 사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0년 및 2011년 통계를 기반
으로 작성되었는데, 이는 스마트폰이 이동통신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
된 시기가 2009년 11월 이후였기 때문에 도입 이전의 자료는 본 연구에
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도입 이후의 자료를 분석 범위로 하였다. SK텔레
콤 가입자 중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2010년도의 85,048명, 2011년
도의 122,613명 대상의 실증 통계를 바탕으로 자료를 추출하여 연구 결
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4)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누적 가입자 수 점유율은 2010년
50.63%, 2011년 50.57%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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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의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실제 사용자들의 실증적인 자료 분석을 통하여
모바일 디바이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K텔레콤의 가입자 중
스마트폰 사용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추출된 자료를 다시
가입자 주소별로 전국 233개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로 구분
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자
연령층은 10대를 제외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0대부터 60대까지 5구
간으로 하여 남녀 각각 50%씩의 비율로 해당 기초자치단체별로 100명씩
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1인당 연간 평균 무선 데이
터 상용량(MByte)을 도출하여 연령대별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구분된 총
4,660개의 분석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가입자
자료는 전국 233개 기초자치단체별 지역 단위의 분석 자료이므로 사용자
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고객정보보호
침해 이슈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소득에 따른 무선 데이터 사용량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스마
트폰 사용자의 소득을 측정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대단
히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 주소를 기반으로 기초자치단체별 단위로 치환
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기초자치단체별 소득 수준을 나
타내는 자료가 필요한데 이는 1인당 GRDP5)(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수치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 통계화된 수준으로는 16
개시도 단위의 자료만 생성되어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초자치단체별 소
5) GRDP : 지역내총생산. 전국 단위로 집계되는 국내총생산(GDP)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각 시도
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가를 생산측면에서 집계한 수치다(매일경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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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6).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 기초자치단
체별 지방 소득세 소득분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인터넷 재정고 사
이트(http://lofin.mopas.go.kr)에서 ‘지방세 세목별 결산 분석 자료’ 항목
으로 제공하는 2010년 및 2011년 기초자치단체별 지방 소득세 소득분에
대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각 기
초자치단체별 인구수를 나누어 계산하여 1인당 지방 소득세 소득분을 도
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디바이드 현상과 발생 원인 분석을 위해 우선 모
바일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전에 논의되었던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이
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하고 정보 네트워크의 무게중
심이 모바일로 이동하게끔 만든 스마트폰의 특성 및 최근의 확산 모습,
활용도를 살펴본 후, 모바일 디바이드에 대한 개념 및 선행 연구를 검토
하였다. 이어 모바일 디바이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 1인당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SA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검정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정보활용 관점에서의 모바일 디바이드를 해석하고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6) 통계청에서는 현재 1인당 GRDP를 전국 16개시도 단위 수준의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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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절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개념 및 선행연구
1. 디지털 디바이드의 개념과 이론
디지털 디바이드는 지식 격차, 정보 빈곤, 디지털 격차 등 다양한 용
어로 각기 다르게 표현되는데, 정보통신기술의 변화로 초래되는 사회구
조적 불평등에 무게 중심을 두고 논의가 진행 되어왔다. 최근의 연구들
에서는 인터넷 경제와 정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개인이나 사회계층
간에 정보격차를 강조하며, 주로 정보통신기술의 디지털화로 인한 인터
넷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질적 변화가 사회계층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주
목하고 있다(구자순, 2007).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이슈는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최초로 제시되
었는데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인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가 1995년 7월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Falling Through the Net: A Survey of the "Have
Nots" in Rural and Urban America>를 발표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보고서를 연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왔다(염명배, 2003; 이원태, 2012).
OECD는 2000년 12월에 디지털 디바이드를 주제로 선정하여 국제적인
워크샵(The Digital Divide : Enhancing Access to ICTs)을 개최함으로
써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2월에는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라는 종합 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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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이후에도 나라별로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이슈 보고를 통해 다
양한 해소책을 연구하고 있다(염명배, 2003).
디지털 디바이드를 논의할 때 정보에 대한 ‘접근성(Accessiblility)’은 가
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정의에서 ‘정
보기기 또는 정보기술에 대한 각 계층 간 접근성의 차이’라는 의미는 기
본적으로 포함되고 있다(강진숙, 2002; 고삼석, 2010).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초기에 정보의 접근성에 대한
측면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다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보의
사용(use)이나 활용(application)에서의 격차 영역으로 관심이 넓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아래의 <표 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접근에서부터 그것의 활
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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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 2-1> 디지털 격차에 개념적 정의 구분

개념적 정의
NTIA(1999)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단절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 간 서로 상이한 경제적 여건에
OECD(2001) 서 비롯되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의 차이
서이종(2000) ○정보의 불평등한 접근이나 활용
정보 혹은 디지털 경제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조정문(2001) ○디지털
집단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
오철호(2002) 통신기술 및 정보통신 서비스에의 접근 및 이용기회를 누
리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차이
디지털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
격차해소에
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관한법률(2001)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

자료: ‘정보 격차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산적 정보활용 방안’, 최두진․김지희, 2004. -재구성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디바이드의 정의를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의 불평등한 접근이나 이용으로 규정하여 왔는데(서이종,
2000; 오철호, 2002), 사용자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경제적․문화적․기능
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정보 미디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따
라 나타나는 집단 간의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라고도 정의내릴 수 있다
(강진숙,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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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조·김종길(200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보급률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서 접근에 대한 격차는 해소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하며, 디지털
디바이드의 문제가 정보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하
고 있다. 이에 대한 핵심 이슈가 보편적 접근의 차원을 넘어 사용자의
주체적 향유의 차원으로 변화됨을 설명하고 디지털 디바이드의 다차원성
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기회격차(매체접근성), 활용격차(정보활용력), 수용격차(정보의
식)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디지털 디바이드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기회
격차’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정보 및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성
에 있어서의 차이를 의미한다. 또한, IT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2차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정보기기의 이용 및 활용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활용격차’
로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선용하고자 하는 정보의식에 있어서의
격차를 ‘수용격차’로 보았다.
이러한 격차 개념에 있어서 특기할 사항은 위의 세가지 디지털 디바이
드의 다차원적 유형들이 어떤 선형적 이행 단계를 의미하거나 특정한 진
행 방향을 나타내는 모델로 이해되기 보다는 각각 독립적 차원을 갖는
중층적 결정요인들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정리하면 나타내면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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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기회격차
(매체접근성)

<표 2－2> 디지털 디바이드의 유형
내용
-정보 미디어는 다른 상품에 비해 비교적 고가이고 짧은 제
품 주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적 비
용을 요구하며 이로 인해 매체에 대한 접근은 경제력에 의
해 영향을 받게 됨

-정보기기 이용법, 프로그램 활용능력, 핵심 정보원 색출능력
등 정보자료의 활용과 직결된 활동 일체를 의미함
소유하거나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격차 -정보매체를
이용할 지적 능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정보활용에서 소외
(정보활용력) 될 수밖에 없음
-정보매체에 접근할 수 있고 정보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지
적 능력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무가치한 정보수집이나 활용
으로 일관한다면 정보빈곤을 자초할 수밖에 없음
-정보의식은 정보 이용자가 정보의 유익성이나 유해성을 스
스로 인지하고 판별해 낼 수 있는 능력임
수용격차 -정보활용방식이 기본적으로 정보 이용자의 습관과 관행의
(정보의식) 문제라면, 정보의식은 이용자의 주관적 ‘생활세계’(life-world)
혹은 그가 몸담고 있는 ‘하위문화’(subculture)의 특성에 조응
하는 성찰력(reflective power)과 직결된 문제
출처: ‘사회불평등 구조의 변화’, 김문조(2004)

Selwyn(2004)의 연구에서의 디지털 디바이드 개념 또한 이러한 다차원
적 접근방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장소에서의
정보기기 제공 여부 및 개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의 차이를 말
하는 ‘접근 격차’, 정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 하는 정보이용량의 차이
를 말하는 ‘이용 격차’, 개인 및 집단의 생산, 소비, 정치, 사회에서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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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향상시키는 정보활용의 유용성 차이를 말하는 ‘활용 격차’의 단계로
구분하여 정립하였다. 그는 정보통신기술과 콘텐츠에 대한 물리적 접근
(physical access)을 ‘형식적/이론적(formal/theoretical) 접근’으로, 개인이
인지하는 접근가능성(perceived access)을 ‘실제적 접근(effective access)’
이라고 설명하고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하여 단계적(hierarchical)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른 디지털 디바이드의 단계
를 정리하면 <표 2-3>의 내용과 같다.
<표 2－3> Selwyn이 제시한 디지털 격차의 단계
정보통신 기술 및 콘텐츠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가정, 공동체,
표면적/이론적 접근
직장에서의 물리적 접근
(formal/theoretical access)
정보통신 기술 및 콘텐츠에 대한
가정, 공동체, 직장에서 개인이
실제적 접근과 이용
인지하는
접근가능성과 실제 이용
(effective access, use)
정보통신 기술 및 콘텐츠에 대한 선용 정보통신기술의 의미 있는 활용
(engagement with ICTs and content)
단기적/장기적 결과
(outcomes –actual and perceived)

정보통신기술을 선용함에 따른
생산․정치․사회․소비․저축활동
의 단/중/장기 결과

자료: Selwyn(2004), p.352

Barzilai-Nahon(2006)은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기 위한 논점으로서
정보에 대한 접근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 단일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다양
한 격차의 맥락과 격차 해소를 위한 요인들의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접
근방식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는 디지털 디바이드를 논의하기 위한
통합적인 분석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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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드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디지털 디바이
드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요인들끼리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
적인 연관 관계를 통해 통합적인 디지털 디바이드 지수를 구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림 2－1> Barzilai-Nahon이 제시한 디지털 격차지수 관계 모델

주: SUP: 사회/정부의 제약/지원, AF: 감당할 수 있는 비용, USE: 이용,
INF: 인프라에 대한 접근, ACC: 접근성, SOC: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료: Barzilai-Nahon, K. (2006)

Van Dijk(2005)는 <The Deepening Divide: Inequal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디지털 디바이드와 관련
하여 동기적 차원의 접근(motivational access), 물질적 차원의 접근
(material access), 기술적 차원의 접근(skill access), 이용 차원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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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ge access)이라는 네 가지의 접근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접근 유형의 차이가 계층적으로 일어나면서 디지털 디바이드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것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관점과 수단을 서술
하고 있다.
Molnar(2003)는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이용자의 집단
내 분화 현상에 대한 주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터넷 확산에
따라 디지털 디바이드의 양상을 세 단계로 분류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디지털 사용자 수의 확산을 나타내는 ‘S자 모형’을 통해 초기 도입기
(early adaptation)에는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접근격차(access divide), 도약기(take-off)에는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이용격차(usage divide), 그리고 포화기(saturation)에는 이용자간 이용의
질적 차이에 의한 격차(divide stemming from the quality of use)가 존
재한다고 보았다.
<표 2-4> Molnar가 제시한 디지털 디바이드 단계
수용 단계
초기 도입기
(early adaptation)

디지털 디바이드 형태
접근격차
(access divide)

도약기
(take-off)

디지털 디바이드 용어
초기 디바이드
(early digital divide)

이용격차
1차 디지털 디바이드
(usage divide)
(primary digital divide}
이용의 질적 차이에
의한 격차
2차 디지털 디바이드
포화기(saturation) (divide stemming from the (secondary digital divide)
quality of use)

자료: Molnar(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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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선행 연구
민 영(2011)의 연구는 인터넷 이용자 내부의 정보격차 현상을 접근성
(access)의 측면에서 더 나아가 활용성(literacy) 및 참여(participation)의
측면에서 탐구하려는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각 부문별 격차 구조를 성,
연령, 교육 및 소득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더 나아가 접근성, 활용성, 그
리고 참여 간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았다.
접근성을 나타내는 요소는 ‘인터넷 관련 정보기기 보유정도’, ‘인터넷 근
접성’, ‘컴퓨터와 인터넷 성능’으로 구성하였다.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이용
할 수 있는 ‘활용역량(online skills)’과 활용성에서 활용수준을 ‘인터넷 활
용의 양적 다양성’과 ‘인터넷 활용의 질적 유용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였다. 참여는 ‘정보 생산 활동’, ‘시민적 연계 활동’, ‘정치적 연계 활동’
의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되었다.
전국 규모의 온라인 조사 결과, 인터넷 이용자의 물리적, 환경적 접근성
은 계층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여전히 교육과 소득에 따른
격차가 존재했다. 한편, 격차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부문은 인터
넷 활용의 역량과 수준에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고연령 계층의 활용성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참여 부문은 인터넷을 매개로 정
보 생산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정도로 측정 되었는데, 전반적
으로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계층을 막론하고 이러한 참여적
실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
해 활용성이 낮은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활용역량을 배양시키는 활동을
하고 인터넷 활용의 다양성과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격차 해소정책이 필
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한은영(2012)의 연구는 미국에서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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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마트폰의 보급에 의해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의 사례 연구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유선 인터넷(Home
Broadband)에 지불하는 요금에 비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이 상대적
으로 더 저렴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해 디지털 디
바이드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사례로 들고 있는 Pew Research Center(2012)의 ‘Digital
differences’ 조사결과에서, 전통적으로 디지털 디바이드의 소외 그룹에
속하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함으로써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
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접속의 주된 수단으로 유선 인터
넷이 아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별도의 PC를 소
유하고 추가적인 유선 인터넷 요금을 지불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스마
트폰을 구매하면서 데이터 요금제를 함께 가입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
에서 효율적이라는 점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도 스마트폰이 디지
털 디바이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
하면 국가마다 유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지불
해야 하는 비용이나 사용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통신 수
단을 비교해봤을 때 유선 인터넷보다 스마트폰이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
한 상황일 경우에는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스마트폰이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에 긍정적인 수단이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
준다.
최근에는 디지털 디바이드의 다차원성에 기반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정부를 비롯한 공공영역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위해 2004년부터 매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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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격차 실태조사를 통해 정보격차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이 조사는 정보격차의 다차원성을 반영하여 접근, 역량, 활용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격차들을 함께 측정하여 ‘종합 정보격차 지수’를 도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접근격차’는 정보기기 보유․성능 및 컴
퓨터․인터넷 접근 용이성 차이로, ‘정보역량격차’는 컴퓨터․인터넷 이
용능력 수준의 차이로, 그리고 ‘정보활용격차’는 컴퓨터․인터넷 이용량,
일상생활 도움 및 활용정도의 차이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각각의 가중치
(접근격차:30%, 역량격차:20%, 활용격차:50%)를 적용하여 정보격차지수
를 산출하고 있다.
<2012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컴퓨터와 인터넷
이 확산의 포화단계에 접근함에 따라 접근․역량․활용 등 모든 격차 부
문에서 정보격차 지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일반국민 대비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살펴볼 때 정보접근 수준(93.4%)에 비해 활용
부문에서의 수준(59.9%)은 여전히 상당한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격차 설명 프레임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데 정보기술(IT)
의 확산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dynamic) 개념인 정보격차 현상은
정보기술의 확산단계(도입기-도약기-포화기)가 진행됨에 따라 정보접근
부문에 비해 활용 부문에서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를 그
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2-2>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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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ICT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격차 설명 프레임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염명배(2001)는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국제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디지털 디바이드의 존재 유무와 그것의 확대 여부에 대
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화 지표를 이용하여 정보의 불평등 정
도를 나타내는 국제 및 국내 ‘디지털 지니계수(Digital Gini Coefficient)’
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전통적인 로렌츠(Lorenz)곡선 대신에
PC보유율, 인터넷 이용률, 지역정보화지표 등과 같은 정보화 변수를 이
용하여 이른바 ‘디지털 로렌츠곡선(Digital Lorenz Curve)’을 도출하고
이로부터 ‘디지털 지니계수(Digital Gini Coefficient)’를 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국제적으로 디지털 디바이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PC와 인터넷의 국가별 불평등도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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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정보 불평등 정도는 축소되지 않고 여전히 디지털 지니계수가 0.7
수준을 전후로 소폭 확대 또는 유지되는 상황을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디지털 디바이드가 지역별로는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계층간의 디지털 디바이
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며 그 격차 역시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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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스마트폰의 특성 및 보급의 확산
모바일 디바이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스마트폰의 특성과 최근
의 국내 스마트폰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모바일 디
바이드에 대한 주요 논점에 대하여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두는 이유는
스마트폰이 정보격차에 대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기존의 디지털 디바
이드에 대한 논의를 모바일 디바이드에 대한 논의로 전환시키는 핵심적
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스마트폰이 다른 정
보 기기와는 차별적으로 구분되는 기술적, 문화적 특성을 중요한 요인으
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스마트폰의 특성에 대해서 세부
적으로 살펴본 후, 최근의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 현상 및 스마트폰의 활
용도에 대해 상술하고자 한다.

1. 스마트폰의 특성
스마트폰은 기존의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고 이종의 기술과 결합하여 다
양한 기능을 통합시킨 컨버전스(convergence)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의 이동성에 PC의 컴퓨팅 기능과 무선 인터넷 및 다양
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탑재 기능, 그리고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PMP),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등의 기능을 융합한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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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스마트폰과 기존 미디어의 융합

자료: ‘모바일 인터넷으로 인한 미디어 이용 패턴의 변화’, 황주성 외(2010)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가 최근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수렴․융합되는 모
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스마트폰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구분하
여 살펴볼 수 있다.

1) 이동성(mobility)
최근 네트워크와 디바이스의 기술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의 우수한 컴퓨
팅 능력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특
성은 이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성은 사용자가 시․공간적인 제약에
서 벗어나 디바이스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
도록 한다. 이러한 특성은 스마트폰이 기존 데스크탑 PC와는 뚜렷이 구
분되는 기능이다.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동성이라고
한다면, 이동성은 공간을 옮겨 다니면서도 ‘휴대할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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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bility)’과 함께 공간을 옮겨도 제약받지 않을 가능성인 ‘편재성
(ubiquity)’이라는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박현주, 2008).
본 연구에서도 모바일 디바이드와 관련하여 이동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사용자가 시․공간적 제약없이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즉시적으
로 정보를 획득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수
행하는 데에도 스마트폰의 이동성이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동성의 관점에서 모바일 디바이드를 분석하는 것이
며, 무선 데이터 사용량을 파악할 때도 사용자가 고정된 장소에서 WiFi
를 통해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개인화(personalization)
개인화는 미디어로서의 디바이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혼자만의 기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화 기술의 발달은
누구에게나 정적이고 동일한 정보만을 제공하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아
니라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개성적이고 동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활
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기존의 휴대전화와 모바일 디바이스에는
있었으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는 완전히 구현하지 못했던 특성이었다.
컴퓨터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가구당 하나의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었
고, 이후 가구당 다수의 데스크탑, 노트북 컴퓨터를 거쳐 이제는 스마트
폰이 컴퓨터의 기능을 대체하여 개인화된 디바이스가 되었다. 이러한 변
화 속에서 디바이스는 순전히 ‘나만의 것’으로 개인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황주성 외, 2010).
이러한 개인화 특성은 스마트폰이 개인의 정체감(identity)을 나타내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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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네트워크와 디바이스의 발전이라는 뒷받침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즉, 이러한 기술적 뒷받침을 통해 스마트폰 자체의 사용자 환경(User
Interface)을 사용자 스스로 개성있게 편집하고 재구성할 수 있으며, 다
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화 경향은 스마트
폰 사용에 있어서의 개인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필연적인 요소로 작용
할 것이다.

3) 연결성(connectivity)
연결성은 개인이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 인간, 사회 네트워크와 연결되
고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이 특성은 본래 데스크탑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는 있었지만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없었던 기능이다. 연결성은 쌍방향
의 커뮤니케이션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때 구현이 되는 것인데 이를 다시
크게 ‘사회적 연결성(social connectivity)‘과 ’정보적 연결성(informational
connectiv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황주성 외, 2009).
사회적 연결성은 스마트폰이 개인과 개인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접점의
역할을 하여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카카오톡 등을 비롯한 MIM(Mobile Instant Messenger)프로그
램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대표
적인 모바일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사
회와 소통할 수 있다. 또한 정보적 연결성은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통
해 자료 접근 및 정보 획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즉시적인 연결을 통해 업무, 문화, 학습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이
가능하다.
- 24 -

4) 확장성(expandability)
확장성이란 스마트폰 사용자가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활동 범위의 확장
과 디바이스의 복합적인 기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하
드웨어(hardware)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측면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통신 및 디바이스의 기술적 진보에 따
라 스마트폰에 다양한 기능의 탑재와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스마트
폰을 통해 다양한 디바이스들의 기능이 추가될 수 있는데 휴대전화, 카
메라, DMB, MP3, PMP, 게임기 등이 그러한 예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디바이스들을 각각 구매해야했으나 스마트폰 기능의 확장성으로 하나의
디바이스에 구현이 가능해진 것이다. 향후에도 GPS, 블랙박스, 헬스기기
등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데 이는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모
바일 컨텐츠 시장의 확대와 맥을 같이한다. 모바일 컨텐츠 시장의 활성
화는 스마트폰의 수요를 촉진시키고 스마트폰의 판매 확대는 다시 모바
일 컨텐츠 시장 규모를 확대시켜 선순환의 고리를 이루게 된다. 이를 그
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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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디지털오픈장터와 스마트폰의 선순환 고리

자료: ‘스마트폰의 함의와 시사점’, 공영일(2010)

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및 컨텐츠의 구매․활용 시스템하에서 스마트
폰 사용자는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하여 일상생활 범위의 전반적인 확장
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금융, 투자, 교육, 창작, 교통, 행정 등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활동을 통해 경험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스마트폰의 확장성은 기존 모바일 디바이스와 대비되어 생활방식의
변화는 물론, 산업구조의 변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지속적인 확장성으로 인하여 스마트폰 사용여부
에 따른 격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자 내부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활용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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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
앞에서 살펴보았던 스마트폰의 특성들은 향후 지속적인 모바일 네트워
크 진화와 단말기 기능의 개선이 이루어져서 정보격차 현상을 더욱 심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의 중점이 유선 인터넷을
통한 접근격차 및 활용격차의 발생과 심화 여부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모
바일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무선 인터넷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시내(유선)전화, 인터넷, 인터넷 전화의 가입자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2-5>는 유선에 기반한 통신 서비스의 최근 변화를 나타내고 있
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는 연초 1,788만명에서 1,825만명으로 2.0%
증가, 인터넷 전화 가입자수는 연초 1,078만명에서 1,173만명으로 8.8%
증가하는 다소 미진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내(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연초 1,861만명에서 연말에는 1,826만명으로 오히려 1.93%만큼 감
소하는 역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전화는 데이터 사용을 통
한 정보활용의 용도가 아닌 음성 통화를 대체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세는 정보접근과 활용에 있어서 유선의 지속적인 모바일 대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27 -

<그림 2-5> 국내 유선통신 서비스 가입자수 추이(단위:만명)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유선 통신이 이와 같은 상황인 반면, 최근 스마트폰의 가입자 수는 지
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2012년 8월 처음으로
3,000만명 시대가 열렸고 같은해 12월 말 기준으로 3,27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동통신사별로 가입자수와 점유율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이 1,598
만명(48.8%), KT는 1,025만명(31.3%), LGU+는 650만명(19.8%)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5,362만명) 대비 스마트폰 보급률은
61%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스마트폰 가입자는 2009년 11월 ‘스마트 혁명의 시작’이라고 일컫는 아
이폰이 처음 국내에 도입되기 전 당시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의 1% 수준
인 55만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아이폰 도입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휴대폰 제조사 간의 경쟁적인 스마트폰 라인업 강화 및 이동통신
3사간의 경쟁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불과 3년 만에 60배에 달하는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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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인 시장 성장이 이루어졌고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이 전체 단말기 시
장을 선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림 2-6>은 국내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수와 스마트폰 가입자수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연초 5,261만명에
서 5,362만명으로 1.9%수준의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스마트폰 가입
자수는 같은 기간 2,375만명에서 3,272만명으로 37.8%의 급격한 증가세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6>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 추이(단위:만명)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또한 기존 스마트폰이 사용하는 3세대 이동통신망 규격인 HSDPA7)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보다 무선 데이터 전송 속도를
7) 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가 2002년 3월 발표한
릴리스 5의 핵심기술로서 W-CDMA 표준에서 패킷 기반의 데이터 서비스를 가리킨다.
W-CDMA보다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통신할 수 있으며 다운링크 속도는 최대 14.4Mbps이다
(두산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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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폰의 활용도를 향상시키 수 있는 LTE8)
(Long Term Evolution)서비스가 2011년 하반기에 상용화된 이후 이동통
신 3사 간의 LTE 경쟁 및 제조사들의 LTE 단말기 라인업 강화를 통해
큰 폭의 가입자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012년 12월말 기
준으로 LTE 서비스 누적 가입자수는 총 1,581만명으로 이동통신사 별로
가입자와 점유율은 SK텔레콤이 753만명(47.6%), LGU+는 438만명
(27.7%), KT는 390만명(24.7%)으로 연초에 비해 8배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7> 국내 LTE 서비스 가입자수 추이(단위:만명)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8) 3세대 이동통신(3G)을 '장기적으로 진화'시킨 기술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3세대 이동
통신의 HSDPA보다 5배이상 빠른 속도로 데이터 접속이 가능하며, 다운로드 속도는 이론적으
로 최대 100Mbps에 이른다(두산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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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통해 정보의 접속 및 활용에 의해 발생하는 모바일 트래픽
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다가 2011년 하
반기 LTE 서비스의 상용화 시점을 전후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년 이후 LTE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출시와 함께 더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년 9개월만에 109배 이상 사용량이
증가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에 따라 모바
일 네트워크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접근 및
활용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결과로 지속적인 무선 데이터 사용량
즉, 모바일 트래픽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8> 국내 모바일 트래픽 추이(단위:TByte)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2)

모바일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는 2012년도에 들어서서 LTE 서비스의
본격적인 경쟁에 따른 가입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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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을 구성하는 각각의 모습을 살펴보면 3세대 스마트폰의 모바일 트래픽
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인 반면
LTE 스마트폰의 모바일 트래픽은 꾸준한 증가세와 함께 10월에는 3세
대 트래픽을 역전하는 모습을 나타내며(LTE: 21,493 / 3세대: 21,007) 시
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9> 국내 3세대 및 LTE의 모바일 트래픽 비교(단위:TByte)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3)

3. 스마트폰의 활용도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통신의 패러다임이 음성(voice)중심에서 데이
터 기반의 서비스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인터넷 또한 유선에서 모바일
로 무게중심이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활용도는 기존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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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가능했던 거의 모든 기능과 UI(User Interface)를 모바일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일상 생활의 다양한 활동들이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한 통신 서비스는 음성통화, 영상통화, SMS/
MMS(Short/Multi Message Service) 등 기본적인 서비스와 무선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목적에 따라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정보,
SNS(Social Network Service), LBS(Location Based Service), 전자정부
등 총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김득원 외, 2011). 이를 다시 세부적인 이
용목적으로 18가지의 소분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주요 항목과 내용은
다음의 <표 2-5>로 정리할 수 있다.
김득원 외(2011)의 연구에서는 유·무선 인터넷 이용목적 분류상 증권
(금융), 강의(교육), 전자정부 등은 스마트폰의 서비스에서 제외하고 있
으나 최근 모바일 디바이스의 기능이 개선되고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기
술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유선 인터넷에서만 가능했던 거의 모든 접근과
활용이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인터넷이 유선 인터넷을 대체하는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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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통신서비스 이용목적별 서비스 정의/내용
대분류

소분류

뱅킹
금융

교육

엔
터
테
인
먼
트

쇼핑/
전자상거래
증권
강의
e-book
음악
동영상
게임

뉴스

서비스 정의/내용
∙다른 계좌로의 자금 이체
∙계좌관리, 잔액조회
∙지로를 통한 각종 공과금 조회/납부
∙계좌에 대한 자신의 정보관리나 고객 서비스 이용
∙상품 및 음식 등을 주문
∙영화/공연 등을 예약/예매하거나 티켓을 구매
∙주식, 선물옵션, ELW 거래
∙증권시세, 관심종목, 주요지수, 투자정보 등의 조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
는 서비스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북스토어/서점/도서관
등을 통해 e-book(도서, 잡지, 신문 등)을 다운받아
읽을 수 있는 서비스
∙음악 파일 다운로드, 음원에 대한 임대/스트리밍 등
을 이용하는 서비스
∙통화음, 통화 연결음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
∙방송프로그램, 영화, 뮤직비디오, UCC 등 다양한
동영상/비디오 콘텐츠를 이용하는 서비스
∙다중접속게임 등을 다운받아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게임을 다운받아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최신 뉴스를
조회, 검색,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
∙공연 및 행사 일정, 날씨 등 다양한 최신 생활정보
를 제공하는 서비스
∙포털사이트 및 전문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통한
지식검색

정보

생활정보

SNS

지식검색
메신저/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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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미니홈피

SNS

동호회/
커뮤니티
마이크로
블로그
길안내 등
교통정보

LBS

전자
정부

서비스 정의/내용
∙블로그: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 칼럼, 전문자
료, 사진 등을 게시/저장하여 타인과 공유하는 대표
적인 1인 미디어
∙미니홈피: 미니홈페이지를 줄여 이르는 말로, 네티
즌들이 직접 꾸미고 서로를 초대할 수 있는 공간으
로, 함께 활동하면서 네티즌간의 인맥을 형성하는
1인 미디어
∙인터넷 상에서 취미나 관심분야가 유사한 사람들이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거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형성한 모임
∙140~150자 이내의 단문 메시지로 자신의 생각과 감
정을 표현/공유할 수 있는 블로그 서비스의 일종
(페이스북, 트위터 등)
∙주변지역의 도로소통상황, 버스도착시간 등의 정보
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내비게이션 단말기 없이
길안내, 실시간 교통량을 분석해 최적 경로를 알려
주는 서비스

집, 주유소, 커피숍 등 주변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위치기반 ∙맛검색할
있는 서비스
정보제공 ∙기지국, 수GPS,
무선랜(WiFi)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자녀, 친구 등의 위치를 확인하는 서비스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자동차
등록부 등의 열람 및 발급
전자정부 ∙각종
민원서류 교부신청서, 전입신고서, 인감신고
서비스
서, 자동차등록신청서 등의 다운로드
∙각종 민원서류 작성 및 접수

자료: ‘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신의 국민생활 편익 유발 지수 개발’, 김득원 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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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모바일 디바이드에 대한 개념 및 선행 연구
1. 모바일 디바이드의 개념과 이론
모바일 디바이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모바일 디바이드는 앞에서 살펴본 디지털 디바이드의 개념과 이론의 확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유선 기반의 기술에서의 정보격차가 모바일 기술
의 발전에 따라 무선 기반의 기술에서도 나타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다.
디지털 디바이드 이슈의 중심이었던 유선 기반의 인터넷이 최근 스마트
폰의 보급 확산 및 모바일 기술의 진화와 함께 스마트폰이 가지는 이동
성, 개인화, 연결성, 확장성 등의 특성들에 의하여 더욱 개인 간의 정보
격차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모바일 디바이드를 ‘신(新)디지털 격차’라고 명
명하고 기존의 PC기반의 정보 격차를 보완하여 모바일 디바이드의 수준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국민을 대상
으로 시행한 방문면접 조사를 통해 ‘모바일 격차지수(Mobile Divide
Index)’를 측정하고 있다. 기존의 정보격차와 새롭게 도입된 모바일 격차
의 조사대상과 특성을 비교하면 <그림 2-10>과 같다.
모바일 격차지수는 모바일 접근격차(20%), 모바일 역량격차(40%), 모바
일 활용격차(40%)의 3가지 측면에서 가중치를 둔 다차원적이고 총체적
인 개념의 계량 지표이다. 세부적인 측정개념을 살펴보면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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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PC기반 기존 정보격차와 모바일 격차의 비교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표 2-6> 모바일 격차지수 측정개념
종류
모바일 종합 격차
모바일 접근 격차
모바일 역량 격차
양적
모바일 활용격차
활용
질적
격차
활용격차

세부 내용
◦모바일 인터넷 접속 인프라 수준의 격차
－모바일 인터넷 접속기기 보유정도 및 모바일 인터
넷 접속방식
◦모바일 스마트 기기 이용능력 수준의 격차
◦모바일 인터넷에 양적 이용 수준의 격차
◦모바일 인터넷의 양적 이용 수준의 격차
－모바일 인터넷 이용시접속기기 다양성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정도
◦모바일 스마트 기기 이용의 질로서 질적 이용 수준
의 격차
－모바일 스마트 기기 활용 다양성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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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현(2004)의 연구에서도 모바일 디바이드의 다차원성에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디바이드에 대해 첫째, 모바일 미디어 기기에 대한 접근 격
차, 둘째, 이용 시간/이용 범위/이용 다양성에 있어서의 양적 이용 격차,
셋째, 기능 숙지 및 활용에 있어서의 이용능력 격차, 넷째, 효율적 일상
관리/사회적 자본 확장/자원동원능력/정체성 표현 등의 이용성과 격차의
4가지 차원을 통해 개념화하였다.
유지연(2005)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보 격차의 개념을 보
편적 서비스9)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사용자에게 차별없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특히 장애인․
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접근권 강화가 필요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
해 모바일 교육 컨텐츠, 생활 컨텐츠 개발과 유통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학습지원, 캠페인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2. 모바일 디바이드에 대한 선행 연구
김호기 외(2011)의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부각되
었던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가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새로운 이
슈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정보화 초기에 이슈가 집중되었던 디지털 디
바이드는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반면, 스마트폰에 의해 초래된 모바일 디
바이드는 오히려 심화되는 상황임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에 대한 연구가 주로 정보접근성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졌
9) 1934년 미국의 통신법(Communication Act)에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저렴하고 합리적
인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전화 서비스”로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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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최근 스마트폰 확산과 더불어 나타난 새로운 현상인 모바일 디바
이드는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접근 및 활용의 다차원적인 측면으로
격차가 확산 추세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모바일 디바이드는 스마트폰 이용자와 비이용자 사이의 집단
간(inter-group) 분할의 문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집단내(intra-group) 분할이라는 이중적 분할(double divide)문
제에 봉착해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송경재(2011)는 ‘스마트 디바이드(smart divide)’라는 용어로 ‘디지털 디
바이드(digital divide)’의 개념과의 차이를 재규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스마트폰의 이용이 성, 연령, 학력, 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점
을 발견하고 특히 연령요인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한 스마트 디바이드가 서비스 이용보다 디바이스 이용에서 극심하게 나
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스마트 디바이드를 줄이기 위해 정보기기에 대
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태 외(2011)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커뮤니
케이션 능력을 비교하는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가 노동, 경제, 문
화 등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있는 집단이라
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모바일 디바이드가 존재함을 설명한다. 또한 스마
트폰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가름하는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가 디지털
시대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파악하며 격차의 해소를 위해 디지
털 리터러시를 제고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원태 외(2012)는 또 다른 연구에서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중격차에 주목하고 모바일 디바이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인프라 지원,
모바일 이용능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 리터
러시 강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시민의 원활한 정치 참여 유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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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지원을 통해 모바일 디바이드 해소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을 강조했다.
한동혁(2011)의 연구는 스마트폰에 의한 모바일 디바이드를 네트워크
커버리지 및 구축 현황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의 트래픽 분석을 통해 수도
권, 서울, 강남 중심으로 집중된 트래픽 편중 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
다.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자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분화 현상
을 주목하고 이것에 의해 모바일 디바이드가 다층적으로 심화될 가능성
이 있음을 주장하고 지역적 네트워크 불균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함을 주장하고 있다.
박종현(2011)은 ‘IT격차’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설
문을 통해 성별, 연령, 지역, 거주형태, 학력, 직업에 따라 유선 초고속인
터넷, 이동전화 무선 인터넷, 스마트폰, 무선랜, 인터넷 전화, IPTV와 같
은 IT 서비스를 이용할 때 IT 격차가 있음을 가정하고 서비스별로 이용
경험, 이용목적, 주요 이용 서비스, 만족도, 만족과 불만족 요인, 이용하
지 않는 이유, 향후 이용의향, 이용촉진 요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여성 보다는 남성, 고연령층 보다는 20대,
다른 지역 보다는 서울시 및 수도권 거주자, 다른 직업 보다는 화이트
칼라와 학생이, 저학력 보다는 고학력자가, 저소득가구 보다는 고소득 가
구가, 비아파트 거주자 보다는 아파트 거주자가 IT 서비스의 보급과 이
용이 활발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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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모바일 디바이드에 대한 실증 분석
제 1절 연구 문제의 선정
본 연구는 앞에서 상술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
간의 정보활용에 대한 격차를 심화시키는 모바일 디바이드 현상에 대하
여 소득의 차이가 모바일 디바이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
으로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향후 모바일 네트워크의 기술은 더욱
진화될 것이며 2013년 6월말 SK텔레콤이 LTE advanced10) 서비스를 세
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유선 인터넷보다도 데이터 전송 속도가 더 빠른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사용가능하게 되는 이른바, ‘네트워크 골든크로스
(Network Golden Cross)’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바일 기술의 뒷받침으로 인하여 앞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대한 영향과 비중이 유선 인터넷에서 모바일 인터넷으로 이동·확
산될 것은 자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모바일 디바이드는 개
인의 정보활용 능력의 차이를 넘어서 국가적인 정보화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모바일 디바이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정보통신정책 방향성
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제 2절 연구의 설계
10) 3.9세대인 LTE의 진화된 기술로서 WCDMA(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 계열의 4세대(4G) 이
동통신 기술이다. LTE Advanced가 상용화되면 가정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인 100Mbps 보다
빠른 150Mbps 속도로 무선 인터넷 사용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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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모바일 디바이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제한된 연구 대상자에 대한 면접조사, 설문조사 등의 연구 방법을 통하
였기 때문에 실제 스마트폰 가입자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한 분석
이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1위 이동통신회사인 SK텔레콤의 2010년 및 2011년의
실측 가입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과 모바일 디바이드에 대한 실증적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을 위해 개인의 소득
에 대한 자료 및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한 세부 자료는 추출하거나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전국 233개의 기초자치
단체 지역 단위로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생성한 데이터는 연령대, 성별,
지역,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요금, 1인당 음
성 통화량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각 기초자치단체별 주소지를 기
준으로 연령대별(20대부터 60대까지)로 100명씩을 남녀 각각 50%씩의
비율로 무작위 추출하여 평균값을 구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4,660건의 관측치를 생성하였다. 소득 수준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기초자
치단체별 지방 소득세 소득분을 변수로 설정하였고 무선 데이터 사용량
을 개인의 정보활용을 대표하는 변수로 사용하여 모바일 디바이드 정도
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 종속 변수: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부분은 스마트폰 사용자 간의 모바일 디바이
드 현상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소득이라는 변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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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모바일 디바이드 현상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서 1인당 무
선 데이터 사용량을 설정하였다. 이는 제 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스
마트폰 사용자가 모바일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정보활용 활동을 할 때 소요되는 무선 데이터 사용량을 종속변수로 나타
낸 것이다. 기존의 모바일 디바이드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자들에 대한 면접 조사와 설문 조사의 결과에만 의존한 측면이 있
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어떠한 사용 경험을 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가 주를 이루는데 예를 들면 SNS에 접속하여 자신의 의
견을 표출한 경험이 있는지, 모바일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애플리케이션
을 다운받아본 적이 있는지 등과 같은 경험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가 5점
척도에 의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이원태 외, 2012).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구를 방문하여 대인 면접 조사를 통해 모바일 인
터넷 접속기기 보유정도,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능력의 수준, 모바일 인터
넷 이용정도 등을 대상자로부터 파악하여 이를 종속변수로서 점수화하여
모바일 디바이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구성하는 방법을 시행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지역 간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격차를 모바일 디바이드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한 연구(한동혁, 2012)도 있으나 이러
한 방식의 분석은 지역 내에 발생하는 트래픽의 실제 사용자에 대한 구
분이 분명하지 않고 스마트폰 사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처럼 모바일 디바이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격차를 나타내는 변수
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실측되는 자료가 아닌 조사 대상자들의 설문에 대
한 응답을 통하였기 때문에 종속변수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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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한계를 노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스마트폰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통해 모바일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사용할 때 발생
되는 무선 데이터 사용량은 객관적인 관측값을 가지는 변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디바이드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로서 객관적으로 관
측이 가능한 무선 데이터 사용량을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무선 데이터 사용량은 2010년 및 2011년의 2년간 전국 233개의 기초자
치단체를 단위로 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1년간
월평균 사용한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을 측정한 자료이다. 한편, 이와
동일한 논리로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아닌 무선 데이터 사용요금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이는 가입연수에 따른 요금
할인 혜택, 요금제의 선택적 사용에 따른 추가 할인 혜택 등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 3의 변수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더 적합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이용료 또한 컨텐츠를 사용
할 때 지불하는 비용으로 트래픽에 의해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이므로 종
속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 또한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무선 데이터
접속시 이동성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Wifi에 의한 데이터 사
용량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배제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
다.
1인당 무선 데이터 통화량=

지역 연간 월평균 무선데이터사용량

관찰된 지역 사용자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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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 변수: 1인당 지방 소득세 소득분
본 연구는 모바일 디바이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이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소득에 대한
자료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기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소득을 모바일 디바이드의 중요한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대부분 설문과 면접을 통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
변수를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김호기(2011)의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100만
원 미만부터 700만원 이상까지 총 8단계의 질문지를 통해 선택하게끔 하
는 형태로 소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모바일 격차 지수를 산출하는 조사연구(한국정보화진흥원, 2012)에서도
소득에 대한 변수를 연속적인 수치로서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소득
층에만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박종현(2011)의 연구에서도 소득을 모바일 디바이드를 설명하는 중요한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나 이 연구 또한 설문참여자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응답하는 형태를 통해 월평균 소득을 200만원 미만부터 500만원 이상까
지의 총 5구간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서 관측치의
객관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소득을 모바일 디바이드를 설명하는 중요한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득을 연속적인 값을 나
타내는 실측가능한 소득변수로 나타낼 수 있도록 앞서 서술한 종속변수
의 측정 기간과 동일하게 2개년도 전국 233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지방 소
득세 소득분11)을 해당 지역의 소득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독립 변수로
11) 지방소득세 소득분(과거 주민세 소득할)은 기존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소득과세와 균등과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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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이는 재정고 인터넷 싸이트(http://lofin.mopas.go.kr)에서 제공하는 지방
세 세목별 결산 분석 자료를 토대로 값을 구하였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별 지방 소득세 소득분 자료는 연도별로 납부된
총합계 금액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지방 소득세 소득분을 구
하기 위해서는 이를 각 지역별 거주 인구수로 다시 나누는 작업을 추가
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다.
지역연간 지방소득세 소득분 총액원
1인당 지방 소득세 소득분= 
지역인구수명

3) 통제변수
(1) 연령대
연령대에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무선 데이터 사용량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 및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20대, 사회생활 및 경
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30대와 40대, 이에 반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활동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지는 50대와 60
대 등의 사용자의 연령대별 특성이 직관적으로 무선 데이터 사용량에 영
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바일 디바이드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연령을 중요한 변수로 선정하
성격에 따라 통폐합하여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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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고윤전 외(2010)의 연구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연령대별로 선
호하는 이용 행동을 분석하였는데, 30대는 엔터테인먼트, SNS, 업무연
계, 정보탐색 등 모든 영역에서 활발한 이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며, 20대의 경우는 엔터테인먼트와 정보탐색 기능, 40대의 경우는
SNS 및 업무연계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현(2011)의 연구에서는 연령대를 설명 변수로 하여 10대부터 40대
까지 4개 구간으로 설정하고 이용률, 이용구간, 매일 이용하는 비율 등을
측정하여 모바일 디바이드를 설명하고 있다.
이원태 외(2012)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이용과 사회정치적 참여격차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자의 연령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스마트 미디어의 이용 및 참여격차의 영향관계를 밝
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연령대를 중요한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
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소득변수를 주요 독립변수로 설
정하였기 때문에 연령대 중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10대
사용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20대부터 60대까지 총 5구간의 연령대
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2) 지역
지역변수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무선 데이터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거주지가 수도권을 비롯한 대
도시일 경우 사용자의 업무 성격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 무선 데이터 사
용량이 지방 지역 보다 더 많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한동혁(2011)의 연구에서는 지역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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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리지와 구축 현황의 분석을 통해 수도권, 서울, 강남 중심으로 집중
되고 있는 데이터 트래픽을 대상으로 지역 간의 모바일 디바이드를 설명
하고 있다. 황주성 외(2010)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 집단과 일반
폰 이용자 집단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분석하고 있는데 서울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원태 외(2011)의 연구에서도 미디어 리터
러시 제고를 위한 정보 격차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분석 대상자
를 수도권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두 연구 모두 지역에 대한 분석 범위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지역 단위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행
하였으며 대상이 되는 전국 233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수가 적은 군
단위는 1의 값을,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시와 구 지역은 0의 값을
갖도록 지역변수를 설정하였다.

(3) 1인당 음성 통화량
모바일 디바이드에 대해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는 음성 통화량과의 영향
관계의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지만, 1인당 음성 통화량이 많이 발생하는
사용자일수록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할 수 있
으며 스마트폰을 친숙하게 활용하는 특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용자는 무선 인터넷 접속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무선 데이터
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음성 통화량도 통제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인당 음성 통화량 =

지역연간 월평균음성통화량분

관찰된 지역 사용자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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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앞에서 설명한 변수를 바탕으로 회귀방정식 모델을 설정하고
SA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변수에 대한 정리는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 변수의 정리
Category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

변수명
use

income

정의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MByte)
지역 연간 월평균 무선데이터사용량
(
)
관찰된 지역 사용자수명

1인당 지방 소득세 소득분(원)
지역연간지방소득세소득분총액원
(
)
지역인구수명

age
(age2,
age3,
age4,
age5,
age6)

사용자의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region

지역 - 시, 군, 구
(시/구: 0, 군: 1, )

min

1인당 음성 통화량(분)

지역연간 월평균음성통화량분
(
)
관찰된 지역 사용자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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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의 가설과 분석틀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디지털 디바이드 및 모바일 디바이드에 관한 이론과 선행 연
구를 검토하여 모바일 디바이드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도출하고 이를
측정가능한 독립변수인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으로 설정하였다. 앞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바일 디바이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지방 소득세 소득분을 선정하고 그 외에 연령대, 지역, 1인당 음성 통화
량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각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그림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독립변수]

[종속변수]

1인당 지방 소득세 소득분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

[통제변수]
연령대, 지역
1인당 음성 통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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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실증 자료
를 바탕으로 소득의 격차가 모바일 디바이드 현상을 심화시켜 개인 간의
정보활용 능력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 불평등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출발하였다. 개인
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
기 때문에 소득을 대표하는 독립변수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지방
소득세 소득분을 설정하였다. 또한 종속변수로는 1인당 무선 데이터 사
용량을 설정하여 독립변수에 따른 변화를 통해 모바일 디바이드를 파악
하고자 한다. 데이터 사용료, 정보 이용료 등도 모바일 디바이드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로 상정해 볼 수도 있으나, 스마트폰을 통해 네트워
크에 접속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데이터 사용량이
가장 현실적인 대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음의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1 :
1인당 지방 소득세 소득분 수입이 많은 기초자치단체 지역일수록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많을 것이다.
전국 23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분석의 단위이나 1인당 변수로 조작화하였
으므로 가설에서의 각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변수가 개인을 대표하는 것
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51 -

3. 연구의 분석 모형
앞에서 설정한 가설에 따른 분석모형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
인의 소득차이가 모바일 디바이드 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
해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233개의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2010년
및 2011년의 SK텔레콤의 스마트폰 가입자 통계를 활용하였다. 스마트폰
가입자의 연령대, 지역, 음성통화량, 무선 데이터 사용량 자료를 생성하
고 각 기초자치단체별 지방 소득세 소득분을 도출하여 이들 변수간의 관
계를 다중회귀분석(Mulit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분석하였
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바탕으로 회귀방정식 모형을 설정하면 다음
과 같다.

[Model 1]
Y(use)= α + β1 income + β2 age + β3 region + β4 min+ ε
위의 [Model 1]에서 종속변수 use는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을 나타
내고, α는 위 모형의 절편을, income은 소득을 대표하는 1인당 지방 소
득세 소득분을 의미한다. age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연령대를 나타내는
변수, region은 군과 시/구를 구분하여 인구밀집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역
변수, min은 1인당 음성통화량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그리고 ε는 오차항
을 나타낸다.
[Model 1]을 기준으로 정하여 차례로 변수를 누락시켜 설정한 모형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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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2]
Y(use)= α + β1 income + β2 age + β3 region + ε
[Model 3]
Y(use)= α + β1 income + β2 age + ε
[Model 4]
Y(use)= α + β1 income +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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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분석 결과
제 1절 기술 통계 분석
1.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본 연구는 SK텔레콤에 가입한 2010년도의 85,048명, 2011년도의
122,613명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 및
음성 통화량의 수치를 살펴보기 위해 남녀비율 각각 50%로 하여 20대에
서 60대까지 5구간의 연령대로 100명씩 추출한 다음, 이를 사용 요금 청
구 주소 기준으로 전국 233개의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정리한 자료를 바
탕으로 하였다. 10대는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가 아니므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2010년 2,330건 및 2011
년 2,330건의 총 4,660건의 관측치를 도출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별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010년 및 2011년의
지역별 지방 소득세 소득분을 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금액을 산출하였
다. 다음의 <표 4-1>은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다만, 연령대 및 지역 변수는 명목 변수로서 연속적인 변량의 값으로 보
여줄 수 없기 때문에 기술 통계량으로는 나타낼 수 없다. 이를 제외한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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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Mbyte)
(use)
1인당 지방 소득세
소득분(원)
(income)
1인당 음성
통화량(분)
(min)

관찰수

평균

4,660

402.6

표준편차 최소값
1

13,902.0

4,660 80,275.6 90,352.3

244

575,637.2

4,660

1

1,232.0

294.1

474.5

최대값

90.4

주: 이동통신비 과금의 단위가 월간이므로 연간 사용량 및 통화량은 월평균 수치를 나타냄

2. 성별 및 연도에 따른 변화
기술 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남녀 성별에 대한 데이터를 처음부
터 각각 50%로 동일하게 추출했으므로 이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지
는 않았으나 다음의 <그림 4-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녀 간의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여자가 남자의 56.2% 수준이었으나 2011년
에는 성별에 따른 격차가 좁혀져 여자가 남자의 91.9% 수준까지 따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녀 간의 무선 데이터 사용량의 차이가 존재
하고 있으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 격차가 감소하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 1인당 월평균 무선 데이터 사용량 또한 2010년
70.5Mbyte였으나, 2011년에는 729Mbyte로 10배 이상의 큰 폭의 증가세
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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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성별 및 연도에 따른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의 변화

반면, 1인당 월평균 음성 통화량에 대해서는 성별에 대한 격차를 살펴
볼 때 남성 대비 여성의 통화량이 2010년에는 79.1% , 2011년에는
98.7% 수준을 나타내며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적인 통화량을 비교했을 때는 2010년 265.2분에 비해 2011년은 21.7% 증
가한 322.6분을 나타내어 전년 대비 일정량 증가한 모습을 보이나 앞에
서 살펴본 1인당 월평균 무선 데이터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세와는 다
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음
성(voice)중심에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로 변화․확산되는 경향에 의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 수요의 폭증으로 인하여 무선 데이터 사
용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음성 통화량은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모습을
<그림 4-2>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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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성별 및 연도에 따른 1인당 음성 통화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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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실증 분석
1. 1인당 지방 소득세 소득분이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
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음의 <표 4-2>는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1인당 지방 소득세 소득분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타나낸 것이다. <Model 1>은 앞에서 설정한 회귀방정식을
통해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모든 변수
를 포함하여 계수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Model 2>, <Model 3> 및 <Model 4>는 각각의 통제변수들을 하나씩
누락시킴으로써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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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회귀방정식 추정 결과:
지방 소득세 소득분이 무선 데이터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use):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229.6886
(62.8284) 398.2292
(61.6254) 466.7813
(55.7711) 389.3956
(9.5744)

상수항
1인당
지방 소득세 0.000623
소득분(income) (0.000079)
20대(age2) 220.8574
(23.2747)
-18.8862
30대(age3)
(23.3454)

40대(age4) 56.7711
(23.8968)

50대(age5) 69.9722
(23.8520)
지역(region) -164.8216
(14.8100)
1인당 음성
통화량(min) 0.8487
(0.0808)











0.000671
(0.000080)
229.6345
(23.5968)
2.9934
(923.5893)
113.6713
(23.6121)







122.5827
(23.6581)
-178.8551
(14.9634)





0.000171
(0.000075)
289.2943
(21.5350)
-20.0321
(21.5292)
117.0495
(21.5467)





0.000170
(0.000079)





127.8570
(21.5818)







R-square
0.1451
0.1199
Adjusted
0.1433
0.1183
R-square
N
4,660
4,660
주: : p< 0.01 : p< 0.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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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8

0.0010

0.1006

0.0008

4,660

4,660

2. 분석 결과에 대한 정리 및 해석
<Model 1>에서 1인당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계수가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에 대하여 양(+)의 값을 나타내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에서 설정한 1인당 지방소득세 소
득분 수입이 많은 기초자치단체 지역일수록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많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령대의 가변수를 통해 나타난 계수의 값은 60대를 기준치로 설
정하여 추정한 것으로 30대를 제외한 20대, 40대, 50대 전 연령대별로 계
수가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대의 계수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이 연령대의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많음을 보이고 있다. 다만 30대의 계수는 음(-)의 값을 나타내
면서 무선 데이터 사용량과 연령대 간의 통상적인 기대치와는 다른 모습
을 보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역 가변수에 대한 계수는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인구밀집지역인 시와 구 지역 단위에 거
주하는 사용자가 군 단위에 거주 하는 사용자보다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기대 수준과 일치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1인당 음성 통화량의 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결과를 나타
내고 있는데 이는 음성 통화량이 많은 사용자가 무선 데이터 사용량도
많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무선 데이터도 많이 사용할 개연성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되는 부분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다.
<Model 2>의 결과는 <Model 1>에서 1인당 음성 통화량을 통제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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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누락시켜 추정한 것인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값을 보여주고 있
으며 30대의 무선 데이터 사용량은 <Model 1>에서와는 다르게 양(+)의
계수 추정치를 나타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인당 지방 소득세 소득분과 지역 변수의 계수는 모두 <Model 1>
과 유사한 수치가 나왔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Model 3>에서는 지역 변수를 통제하지 않고 <Modle 4>에서는 연령
대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조작을 시행하여 결과값을 구했는데 모두 1인
당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계수가 양(+)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4가지
모형 모두 앞에서 설정한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소득의 차이가 무선 데이터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소득과 모바일 디바이드 간에 영향관계가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보 불평등 현상이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그 정도가
완화되고 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소득의 차이로 인한 정보 불평등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스마트 모바일의 확산 경향에 의해 이러한 모습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는 주장의 실증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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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 1절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모바일 디바이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떠한 것
인가에 대한 탐색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1인당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주요한 독립변수로 설
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SK텔레콤에 가입한 전국의
스마트폰 사용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33개의 기초자치단
체별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재작업을 통하여 총 4,660개의 관
측치를 도출하였다.
연도별 스마트폰 사용자 데이터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직후
인 2010년 및 2011년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추출하였고 소득에 대한 영
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별 지방 소득세 소득분 자료를
동일한 2개년도 기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인구수를 나누어서
1인당 데이터로 가공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1인당 지방
소득세 수입이 많은 지역일수록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많을 것이
다라는 가설을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1인당 지방소득세 소득
분, 연령대, 지역, 1인당 음성 통화량)를 설정하고 종속변수(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방정식을 통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초자치단체별 1인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은 1인당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증가할수록 많아지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는 <Model 1>에서
<Model 4>까지 통제변수를 하나씩 누락시켜서 계수를 추정했을 때에도
- 62 -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득이 모바
일 디바이드에 일정한 영향관계를 미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결론이며 이를 통해 향후
정보 불평등 현상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모바일 디바이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모바일 디바이
드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위해 추가적으로 사
용 가능한 무선 데이터 용량을 부여하는 바우처(voucher) 형태의 지급을
통해 정보활용을 보조하는 정책이나, 사용자가 사회·문화·경제적으로 긴
요한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조건적으로 무선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 비과
금처리하는 방식의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수단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연령대별로 비교하였을 때 20대 사용자가 무선 데이터 사용
량과 가장 뚜렷한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30대 사용자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타나지 않아 향후 모바일 디바이드와 관련한 변
수로서 연령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
의 무선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세대 간에 존재하
는 모바일 디바이드의 모습을 밝혀내고 그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
대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지원, 모바일 리터러시(literacy) 강화 방안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군·구 지역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 도시적 성격이 짙
은 시 및 구 지역의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군 지역의 사용자 간의 모바
일 디바이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사용자가 거주하는 환경의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변수인 ‘직업’과의
관련성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 관공서, 주요기관 등 다양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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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프라가 밀집해있는 도시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직업적 분
포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무선 데이터 사용량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1인당 음성 통화량이 증가할수록 1인
당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활용할 가
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직관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라인, 마이피플 등과 같은
MIM(Mobile Instant Messenger)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음성통화를 대
체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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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본 연구는 소득의 차이가 모바일 디바이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실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
로 실측한 무선 데이터 사용량을 바탕으로 시행하였다는 측면에서 설문
과 면접에 주로 의존했던 기존의 모바일 디바이드에 대한 연구와의 차별
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모바일 디바이드와 소득과의 영향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소득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1인당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를 사용하고자 검토하였으나 현재 연구 시점에서 통계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완전한 자료는 16개 시도에 대한 것 뿐이어서 전국 기초
자치단체 단위 수준의 분석이 불가능하여 채택하지 못하였다. 향후
GRDP가 연도별, 기초자치단체별 단위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면 추가적
으로 이를 독립변수로 설정 하여 무선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별 지방 소득
세 소득분에 대한 자료 역시 2011년까지의 자료만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
에 스마트폰의 보급확대가 이루어진 시점이후 2012년도까지의 시계열 분
석을 하지 못한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연구의 범위에 대
해서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선 데이터 사용에 대한 분석을 시행
할 때 ‘이동성’을 기본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WiFi를 통한 무선 데이터
사용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자 자료를 추출할 때 남녀 성비를 50%씩 동
일한 방식으로 생성하였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회귀분석은 실시하지 않
았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기술통계량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선 데
이터 사용량에 대해 일정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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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
으나 2012년도 사용자 자료에서는 남녀간의 무선 데이터 사용량의 차이
가 전년에 비해 더 감소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성별에 따른 무선 데
이터 사용량의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이
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성별을 주제로 하여 모바일 디바이드의 변화
요인을 밝히는 또 다른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디바이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한 스마
트폰 사용자의 특징 및 사용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변수
(직업, 학력, 관심도 등)의 실측치를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모바일 디바이스(mobile device)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가
격, 제조사, 통신규격 등)를 다루는 추가적인 후속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
루어져서 우리나라의 모바일 디바이드 현상을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
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모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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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obile Divide
due to the Spread of
Smartphones
-Focused on the Utilization Gap

Kim Sung Gyu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ization of society causes the divide of
information access and utilization. Many existing studies took place
with an emphasis on digital divide. However, recently, the center of
gravity of the mean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ecomes
mobile, and the spread of smartphones seems to be an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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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Recently the spread of smartphones is done actively, but the
difference in utilization between users exists, and the information
inequality gap phenomenon is feared to deepen.
In this study, the analysis of mobile divide phenomena reveals the
factors that affect mobile divide. Income were noted the factors
affecting the mobile divide, for the study, indicating the degree of
information utilization as a variables to set up a wireless data usage.
Then, set up a income share of local income tax as a variable
representing income. For testing the hypothesis that the more income
share of local income tax is in the area, the more wireless data
usage occurs, examined in 2010 and 2011 data of smartphone
subscribers of SK Telecom(leading telecommunication company in
Korea). Then, the data were made into 233 local governments unit
and were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per capita income share of local
income tax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r capita wireless data usage.
It showed the gap of income can bring the gap of the information
utilization. In addition, age gives significant impact on wireless data
usage, age 20s peak was found.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by
region is existing, users in densely populated city expended more
wireless data than users in not-densely populated region.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e gap of
income causes the gap of utilization information, which ultimately
brought exacerbating of information inequality.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suggested some kinds of reviews of the neces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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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xiliary measures, for example, providing voucher for the use of
data to low-incomers, conditional non-billing processing of wireless
data usage. From now on, various follow-up study about mobile
divide will be expected to actively examine the part not covered from
this paper, and support the policy for ultimately relieving the
problems of mobile divide.
Keywords: mobile divide, smartphones, digital divide,
wireless data usage, income share of local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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