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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와 정보민주주의: 개덤， 이론 및 정책이 비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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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정보화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정보화사회 

가 20세기 후반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 혁명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설이다. 컴퓨터의 정보처 

리능력과 저장능력의 고도화로 비롯된 ICT혁명은 마침내 인터넷과 같은 새로 

운 형태의 전 지구적 차원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정보화사 

회는 바로 이러한 기술적 혁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정보화사회에 

관한 모든 이론적 · 실천적 논의는 어떤 형태로든지 ICl와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화사회와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도 예외는 아니어서 ICT의 정치적 · 사 

회적 · 문화적 영향과 그 함의에 대한 관심은 정보화사회의 민주주의 담론에 

서 중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ICT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매체의 확산과 이용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예를 들면， Arterton, )987; Becker, 2000; Browning, 

1926; Doctor, 1994; Hacker & van Dijk, 2000a; Hague & Loader, 1999a; 

Tsagarousianous et 떠.， 1998). 이러한 논의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통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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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때문에 아떤 형태로든 상호 관련되어 있고 설저l로 많은 경우 동일한 주제 

를 다루고 았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개념이 다양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접근이 가능한 것처럼， 정보화사회의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들도 좀더 면밀히 

살펴보면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이른바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로 대표되는 논의들이고， 다른 하나 

는 ‘정보민주주의’(infonnation democracy)로 지칭되는 논의이다. 전자민주주의가 

ICT혁명으로 정치적 정보와 의견의 교환이 활성화되고 시민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유도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과 관련된 것이라면， 정보민주주의는 ICT의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정보격차의 

섬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이 두 용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때로는 흔동되어 사용된 경우도 없지 않았다(강동준， 2000; 박션희， 2000; 장 

훈， 1997). 어떤 논자는 현재 정보화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도구적 측면에서의 전자민주주의와 내용적 측면에서의 정보민주주의가 합성 

된 괴물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다(박동진， 2000). 그만큼 전자민주주의와 정보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개념적으로 엄멸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측 

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두 용어는 이론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또 

는 구별되어야 할 - 개념이다. 우선 것자민주주의는 주로 접견l학적 전동에서 

성립된 개념으로 ICT혁명으로 출현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의 기술적 

특성에 주목하여 이들을 민주적 정치과정에 이용하려는 일련의 노력 내지는 

그러한 기술들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이다. 그러나r 정보민주 

주의는 좀더 사회학적 성격의 개념으로서， ICT의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정보 

격차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전자민주주의 담론이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우묻서 ICT의 잠 

재력에 주목한다면， 정보민주주의는 정보불평등을 해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ICT정책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그 동안 흔히 상 

호교환적으로 사용되어 온 전자민주주의와 정보민주주의의 개념을 이론적으 

로 구별하기 위해 두 용어의 개념과 성립배경， 쟁점과 실천사례 등을 비교하 

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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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념과 배경 

1. 전자민주주의 

1) 용어와 개넘 

ICT와 민주주의의 결합을 지칭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다. 전자민주주의와 

정보민주주의라는 용어 외에도 원격민주주의(teledemocracy)， 모템 민주주의 

(modem democracy), 모자이크 민주주의(mosaic democracy), 누름단추 민주주의 

(push-button democr따y)라는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고， 최곤에는 사이버 민주주 

의 (cyberdemocracy), 가상민주주의 (viπual democracy), 디 지 털 민주주의 ( digital 

democracy)와 같은 용어도 많이 쓰이고 있다. 용어가 다양한 만큼 이들에 관한 

논의를 하나의 기준으로 묶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민주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용어들은 전자민주주의 담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왜냐하면 이들은 대체로 ICT를 민주적 정치과정에 적용하려는 노 

력 내지는 ICT가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았다는 점에서 공 

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ICT의 정치적 활용에 관한 담론들을 

대표하는 용어로서 ‘전자민주주의’란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2) 최근 ‘디지털 

1) 이들 용어들 가운데 특히 ‘디지털 민주주의’는 일부 논지들에 의해 전자민주주의와 정보민주 

주의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틀면 Hackεr와 van Dijk(2000a)는 정보격차와 

불평등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이 문제가 디지털 민주주의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민주주의를 “정치적 민주주의 즉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에의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미디어(예를 들면， 인터넷， 상호작용적 방송 및 디지털 전화)에 

서 ICT와 CMC를 활용하는 것”이며 “ ICT 또는 CMC를 전통적인 ‘아날로그’ 정치의 대체 수 
단이 아년 추가 수단으로 이용하여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다른 물리적 조건에 제약받지 않 

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시도들”이라고 보는 그들의 정의는 전자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본 

다(Hackεr & van D싸， 2000b, p. 1). 

2) Hacker와 van Dijk(2000b, pp. 2-3)는 전자민주주의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용어들 증에서 자신 

들은 ‘디지털 민주주의’를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원격민주주의는 토플러와 

같은 기술결정론자들이 옹호하는 타입인 직접민주주의와 지나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형태라고 보지 

않으며 그보다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결합을 모색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전자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너무 포괄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되면 방송이나 전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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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이 강조되면서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에 

컨대 Hacker & van Dijk, 2000a; Hague & Loader, 1999며， 전자민주주의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예컨대 Browing, 1996), 나머지 모든 개념들을 다 포괄할 수 있 

는 가장 폭넓은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누름단추식 민주주의’ 같판 

용어는 ‘국민투표식 전자민주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점에서 너무 협소하 

며， 원격민주주의도 Arterton(1 987)이 사용환 이후 널리 이용되고 있으내예컨 

대 Becker & Slaron, 2000) 아무래도 직접민주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는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본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같이 상호작용성 

을 구현하고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민주주의 논의를 강조하는 

일반적 용어로서 ‘e-democracy'란 용어가 사용되 기도 하는데(박선희， 2000), 그 

의미가 비교적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그런 대로 하나의 대안이 될 듯하다 그 

러나 이 역사 우리말로는 ‘전자민주주의’로 밖에 표현이 안 되는 한계가 있다‘ 

결국 용어선택 문제는 연구자의 관섬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Friedland 

(1 996)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의해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변한다고 하면서 

전자민주주의의 개념은 새로운 정보 테크놀로지에 의해 변경된 근본적으로 

새로운 형식의 민주적 설천을 함의한다고 지적한다. Moore(1999)는 전자민주 

주의를 정의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지만， 통상 전자 네트워컴 

을 통해 보마 직접적인 형태의 민주주의를 불라오고 대의제도의 절차를 단순 

화하며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넷(net)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 투표와 

공식적 온라인 투표에 비중을 두고 있는 어떤 이론이나 논의들은 모두 전자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민주주의 주 

창자틀은 ICT혁신이 정치적 정보와 의견의 교환을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자발 

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정치질서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즉 인터넷과 같은 ICT가 시민과 정치인， 또 시민들 서로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전자투표， 전자여론조사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좀더 직접적인 형태의 민주적 참여와 대규모의 토론 가능성 

은 구매체(old media)까지 포함하는 애매한 개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가상 민주주의는 

CMC가 전통적인 민주주의와는 구별된 아예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사이버 민주주의는 가장 느슨하고 애매한 용어로서， 인터넷이 유일한 관련 미디어라는 의미 

를 답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였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들은 디지렬 민주주의라는 용어 

를 가장 선호한다고 말한다. 디지털 민주주의의 개념 정의는 앞의 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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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여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2) 등장 배경 

전자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비교적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개념은 1960년 

대 이래로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에 의해 기술적 유토피아의 핵섬적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q(Bryan et al., 1998). 물론 전자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지 

고， 볼견션얀곤천1겐적유로 논의된 것은 Arteπon의 ?텔렌}단1모쿠란시::c건J1:e깐~m， 
1987)가 소개된 8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 매개 

커 뮤니 케 이 션(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이 하 CMC)’을 기 반으로 한 전 

자민주주의 모델이 아년， 축어적 의미의 전자민주주의， 즉 ‘전자적 기술을 민 

주주의의 설행 과정에 도입한 형태로서의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는 지금 

은 구매채가 되어버린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가 등장했을 때도 존 

재했었다. 특히， 케이블 텔레비전은 이전의 매체와는 달리 쌍방향 커뮤니케이 

션이 가능하다는 특정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정치참여의 저하로 대표 

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활로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었 

다. 그러나 켄인블 텔레비전은 정치과정에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 

상파 텔레비전과 같이 주로 오락매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과거 ICT의 이러한 전례는 CMC를 민주주의의 과정에 이용하려는 노력들， 

그리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전망하는 논의 

들에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CMC가 이 

전의 매체틀이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과는 근본적우로 다른득성을 지 

니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독특한 특성을 지닌 CMC를 정치과정에 이용함으로 

써 새롭고 진전된 민주주의의 실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토플러나 나이스빗 등 미래학자들의 기술결정론과는 구 

별되어야 하는 관점인데， 기술결정론자들이 기술의 발달이 자연스럽게 민주주 

의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과는 달리， 새로운 기술의 유용한 

특성을 적극적으로 정치과정에 이용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분명 차이가 있는 것이다. 기술결정론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충분히 비판받아 온 만큼， 여기서 새삼스럽게 그 논리에 대한 

불필요한 반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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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펌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된 상황은 분명 기술의 힘이 있았 

기에 가능했고， 때문에 기술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았 

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전자민주주의 개념이 성립된 배경을 크게 세 가 

지 정도로 쟁리하고자 한다. 

(1)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정치적 참여의 감소라는 주장은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pa삐(1989)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젠꽃된꺼1 얄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정치적 참여의 감소를 현대 민주주의의 양대 문제로 지 

적한 바 있다. 실제로 오늘날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은 떨어지 

고 있고， 정당에 대한 충성도도 예전 같지가 않다. 정치적 참여의 감소는 오 

늘날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가 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요건이 충 

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민주적 참여에 의한 정부의 구성이다. 자유로운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고， 정부는 국민의 동의에 근거해서 지배의 

정통성을 획득하여야 한다. 둘째， 민주적 책임성( accountability)의 확보이다. 선 

출된 대표가 국민의 완벽한 대리인으로 행동하도록 강제되어야 하며 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대표는 투표를 통해 퇴출될 수 있어야 한 

다. 대와쇄밍준주의의-위기란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들 

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첫째，、 대의 

제 민주주의는 ‘대표성의 실패’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대의제 민 

주주의 하에서 주인인 시민과 대리인인 대표간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확장 

되는 경향이 있으며，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강력하게 조직되고 발언 

권이 깅한 득숫 이익집단이 민주적 토론과정을 지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 넷째， 대의제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다수결주의에 의거하여 집단의 의사 

를 결정하는데 다수결주의는 소수파의 다수파에 대한 순응을 강제하며g 마지 

막으로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공공선의 개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임혁백， 2000) 

대의민주주의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곧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섬과 냉소주의 



전자민주주의와 정보민주주의 143 

를 불러왔고， 그것이 투표율의 지속적 하락으로 극명히 드러나는 정치참여의 

저하로 연결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현재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 

민성 및 시민문화의 위기와 함께 정치적 냉소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 

다. 이러한 ‘반정치(anti-politics)’의 조류는 현재의 정치시스템이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대안적인 정치적 비전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았다. 결국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이상을 담보할 수 있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Ðahl(1289)은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도움으로 대표 

성 있는 시 민들이 온라인 상에서 주요 정 책을 숙의함으로써 ‘관심공중(attentive 

p_ublic)’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기대를 현 

실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위기에 처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서 ICT의 정치적 적용에 대한 논의가 많은 사람들에 제기되었다 한 마디로 

전자민주주의는 ICT혁명이 일반시민의 광범위한 정치적 참여를 가능하게 함 

으로써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른바 ‘강한 민주주의’(Barber， 1984)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희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통적 매스미디어의 한계 

현대의 민주주의는 미디어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미디어에 보도 

되지 않으면， 그 일은 없었던 것이다"라는 말처럼 현대정치의 정곡을 찌른 말 

도 없을 것이다. 묘때19r뼈(2001)은 민주주의의 변화와 미디어의 역할음 검토하 

는 가운데， 할91산환에서 미디어는 특권의 정치적 공간?L"된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에는 정치적 삶 자체가 광범위하게 미디어의 영역에 위치 

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가 민주주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정치가 미디어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정치가 단순히 미디어 스펙터 

클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중의 주목을 요구하는 정치행위자들 

은 궁극적으로 미디어에 기대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정치경제적 엘리트들 

은 통치의 일상수단으로 그리고 위기시의 조정수단으로 미디어를 이용한다. 

선거와 같은 정치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것처럼 현대의 정치조직， 정치구 

조， 정치적 전략 등도 미디어의 요구에 맞추어 적응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요즘의 세상이다.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전통적인 엘 

리트뿐만 아니라 무릇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대안 세력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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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정치가 점점 ‘미디어 현상’으로 조직화되고 미디어의 협력을 구하 

는 방향으로 기획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미디어의 민주적 역할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즉， 미디어가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대해 끊임없는 

감시를 해주고， 의미있는 의제설정( agenda-setting)을 통해 사회의 핵심 이슈를 

정리해주고， 정치인이나 압력단체들의 주장을 전달하고， 다양한 정치적 관점 

들간의 대화와 협력을 유도해 내고，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선택하고 

매우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Gurevitch & Blumler, 1990). 그러나 미디어에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이러한 역 

할과 기능을 현재의 매스미디어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았다는 비판은 끊 

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Blumler와 Gurevitch(1995)는 전통적 매스미디어가 민주 

주의를 설현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공공 커뮤니케이 

션의 위기’라고 지칭한 바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매스미디어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Barnett( 1997)는 참된 민주주의의 과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는， 첫째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식견 있는 시민성이 요 

구되고， 둘째 시민틀이 그들 자신의 주장틀을 숙의하고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집합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에 접근 가능해야 하고， 셋째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고，넷째 대의제도에 따라 선출된 대표들의 대표성과 책임성 그 

리고 대표들과 시민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된다고 했다. 현재의 매스미디 

어는 민주적 미디어로서 이리한 조건을 만족스럽게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이다. 오늘닐의 매스미디어 보도는 쟁점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갚이 있는 

토론을 불가능하게 하고，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며， 때로는 체계적으로 때 

로는 비의도적으로 왜곡과 조작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고 았다. 왜곡된 매스 

미디어의 정보는 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한 정치적 불선은 정치과정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의지를 약 

화시킨다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가 매스미디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커뮤니 

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생간 것이라는 주장은 여러 사람 

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Hacker( 1996)는 미국 정치에서의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이 시민틀의 정치적 지식 부족과 정부와의 원활하지 못한 커뮤니 

케이션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으로 보고 있다. 말하자변 민주주의의 위기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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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는 커뮤니케이션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Hacker는 중요한 것 

은 단순히 정보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1991년에 

행해진 Kettering 재단의 연구결과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동 재단의 초점집 

단(focus group)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민들은 정보의 부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 

라 정보의 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대Hacker， 1996). 즉 미국인의 

상당수가 ‘양질의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매스미 

디어에 의해 제공되는 정치적 정보의 문제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것으로， Entman 

(1989)은 정치적 정보들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정치적 지식은 감소하는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Sparks(200 1)도 매스미디어들이 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 제대로 기 

능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매스미디어들의 경우 토 

론의 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소유 

권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정보의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광고 수익이며， 미디어는 지배엘리트의 이익에 복무하며 지배층의 수 

요에 부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주적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 

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매스미디어의 현저한 상업화 경향은 공적이 

익을 추구하고 시민들간의 합리적 토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전통적 매스미디어가 공론장으로 

서 합리적 토론을 배태하지 못하고 았으며 동시에 양질의 정치적 정보틀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대중 

들이 ‘시민’으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한 채 정치적 소외와 불신 속에서 매스미디 

어와 지배 엘리트의 조작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μ전 

-툴쥔r맨￡쓴!:l디언의L한겨l엔서 우늠 민주주띈의윈기간 과언 ICT현쉰홀로-좋:훤 
하는 뉴미디어에 의해 금복될 순←있을，0 것인zt 하는 문제가 전자민주주의 담 

론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되고 았다. 

(3) CMC기반 뉴미디어의 기술적 특성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는 일방향(one-way)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그 특정으로 

한다. 일 대 다(one-to-many)로 이루어지는 매스미디어는 중앙집권화되어 있어 

수용자들의 소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ICT혁명으로 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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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들판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MC)을 특정으로 하고 있어 민주적 

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CMC의 주요 특성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문， 라디오， TV 등 기존 매체가 일방향， 일 대 다 풍 

신에 의존하는데 반해， CMC 매체는 쌍방향， 열 대 일， 다수 대 일， 다수 대 

다수라는 새로운 통신방식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영역에서 

이전에는 ‘정치적 청중’ 혹은 ‘정치적 수용자’에 불과했던 개인들을 ‘정치적 참 

여자’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윤성이， 2000). 이러한 특성 

은 통제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즉，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인터넷 

은 기존의 대중매체와는 근본적인 차벌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는데， 기존익 

대중매체는 수용자에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관계로 중앙에서 통제하기가 용 

이했던 빈-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만 하는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은 이용 

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제는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언론매체로서의 가능성 

이 크다고 헬 수 았다는 것이다 

한편， Sparks(200 1)는 인터넷과 같이 CMC에 기반을 둔 뉴미디어의 장점으로 

여섯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 투명하 

게 설계되어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둘째， 기존의 매스미디어와는 달리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셋째， 전자적 커뮤니케이 

션이라는 특성은 지금까지 참여민주주의를 어렵게 했던 장소문제를 중요하지 

않게 만들았고， 넷째， 익명성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차별을 숨기고 평등한 커 

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다섯째， 원래 과학정보 교환을 염두에 두고 만 

들어졌기 때문에 합리적인 정치토론을 하는 데 적합하고， 여섯째， 기술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배포하고 조직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Hacker와 van Dijk(2000a)도 ICT혁신으로 정보제공의 속도와 규모가 급격하 

게 신장됨에 따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시민들의 형성 가능성이 커졌으며 

정치참여가 더욱 쉬워졌기 때문에 정치불신이나 시공간의 제약에 따른 문제 

들이 사라침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 토론이 용이한 정치적 그룹의 조직 

이 더 쉬워졌고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난 커뮤니티의 형성도 가능해졌으며 위 

계적 정치시스템을 보다 평등한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말하자면 시민틀이 정치적 의제 형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왜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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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디어나 게이트 키퍼， 중재자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의 가 

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인데， ICT를 통해 현대사회가 직변하고 있는 대 

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본 것이다. 

CMC에 기반을 둔 뉴미디어들의 민준주의적 참재련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 

을 Bryan 등은 다음과 같이 정 리 하고 있다{Bryan， et al., pp. 6-8). 

가)정보의 효율성과 접근의 편의성. 뉴 미디어는 정보제공의 규모와 속도를 

향상시키고 정보습득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한다. 따라 

서 뉴미디어는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 잘 제 

공할 수 있다. 

나)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대의민주제에서의 시민들의 선호를 알아내는 데 

적절히 이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시민들이 더 잘 반응하고 정치참여(정보접 

근， 숙의， 토론， 투표)를 더 쉽게 하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소외， 회피， 

무관섬과 같은 참여의 위기 문제를 풀 수 있게 해 준다. 

다)CMC는 집합적인 정치행동을 위한 조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주제를 토론하는 집단들을 만틀어내고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 등을 통해 집단적 수준에서의 참여를 용이하게 해준다. 

라)네트워크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무정부적 정치공동체의 은유이다. 여기 

서는 영토적， 국지적 이해관계와 연결된 전통적인 정치정체성은 약화되고， 국 

가의 강제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나타난다 새로운 커뮤 

니케이션 혁명은 좀더 ‘수평적’이고 덜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나아가 

고있다. 

마)수용자와 정보주체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수동적인 정보의 수 

용이 능동적인 정보의 발견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정된 진리 

나 지혜가 존재한다기보다는 그들 사이의 계속적인 경쟁이 있을 뿐이다. 

바)CMC는 정치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언론인， 의원， 정당 등과 

같은 ‘왜곡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정치적 검열이나 비밀주의 대신 

점접적 의사소통을 가능케 한다. 

사)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시민/소비자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론조사나 국민투표와 같은 형태의 수단을 이용할 것이다. 

아)CMC는 대의민주제의 핵심 문제점과 딜레마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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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비례대표제， 전략적 투표， 의제설정， 선거구 결정 등에 대해 새로운 컴퓨터 테 

크놀로지가 그 해결의 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상의 특성들은 ICT가 지닌 잠재적 가능성으로서， 그 실질적 이용과 그에 

따른 효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보통 

신 기술이 우리에게 ‘새로운’ 혹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직은 하나의 가설적 주장에 불과하며， 여러 가지 가능한 미래에 대 

한 하나의 선택적 기대일 뿐이다. 과거 역사 속에서 그때그때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 기술늘은 한편으로는 보다 진전된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면 

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정치 질서를 보다 반민주적인 지형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도구로도 이용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미디 

어 기술의 정치적 이용과 그 결과가 지니는 양면성 혹은 가변성을 분명히 인 

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기술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특정 미디어 기술의 정치적 이용을 열정한 방향으로 틀짓게 하는 당대의 사 

회적 여건이나 사회 구성원간의 역학관계 등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음을 주목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강상현， 1999). 

2. 정보민뚜주와 

1) 개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Bacon의 경구와 같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이 곧 사회적 권력이다. 이것은 정보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원임을 의 

미한다. 왜냐하면 지식생산은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음 통해 이루어지기 때 

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의 편중과 과독점은 정보라는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블 의미하며， 흔히 정보격차(infonnation gap 또는 digital 

divide)3) 내지는 정보불평등(infonnation inequ머ity)이라는 개념으로 인식된다. 

3) 일부 논자들은 정보격차(infonnation gap)와 디지털 디비이드(digital divide)를 구분하기도 한다. 

개념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디바이드가 정보기기의 소유와 접근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변 정 

보격차는 정보의 이용에 관련된 것으로 흔히 “정보지원의 획득 빛 이용 능력과 관련해 두 집 

단 사이에 존깨하는 차이 "(Doctor， 1994, p.19)로 정의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보기기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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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 또는 정보불평등은 정보라는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 의해 궁극적 

으로 사회적 삶의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훼손을 야기하기 때문에 지식기반사 

회의 전망을 암울하게 하는 핵섬 요인으로 간주되고 였다. 

정보민주주의 탐론은 정보격차 내지는 정보불평등이 야기하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 정책적 대안으로 제기되었다. 

현대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올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정보부자’ 

와 ‘정보빈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ICT 

가 발달하고 정보화사회가 진행될수록 정보부자와 정보빈자 사이의 격차는 

오히려 커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1980년대에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들을 검토한 Doctor( 1992)는 정보부자와 정보빈자 사이에 정보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격차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권력은 일부의 사람들 

에게 국한되어 았다. 즉， 정보기술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가지 

고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사람들만이 그러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에 특정의 

사회경제적 집단이 인터넷을 활용할 능력이 없다면 적어도 그들에게는 인터 

넷의 잠재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ICT의 민주적 잠 

재력이 강조되면 될수록 중요한 것은 ‘접근(access)’의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Doctor(l 994)는 정보민주주의를 “정보자원에의 접근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되는 그 소중한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하는 사회정치체 

계 "(p.9)로 정의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정보민주주의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구를 사람들에게 제공하 

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 

들 정보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ICT가 6강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ICT를 

시민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 

가 된다. 그러므로 정보민주주의란 정보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각종 노력， 

즉 개인정보 보호， 공공정보의 공개， 정보기술활용 능력의 보편화를 위한 노 

력， 네트워크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운동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박동 

과 소유는 정보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여기서는 두 개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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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2000). 이런 맥락에서 강병구(1995)는 정보민주주의의 문제틀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개념을 제시하는데， 첫째가 ‘정보접근권’이다. 즉， 사람들이 자신 

틀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조언과 해 

설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종의 ‘미디어 접근 

권’으로서 사람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가능한 한 다양한 종 

류의 정보와 견해와 논쟁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주어진 이슈 

들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와 비판을 제기하고 대안적 정책이나 행동지침을 제 

안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사용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 

째는 기존 매체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전되고 있는 정보테크놀로지를 통해 사 

회계층， 계급집단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정보민주주의는 “소비자로서 욕구충족과 권리를 념어서서 

시민으로서 정보욕구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영역 

의 제도화를 요구”한다는 것이대강병구， 1995). 

2) 이론적 배경 

(1)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 

정보부자와 정보빈자 사이에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정보격차(inofrmation 

gap)에 대한 논의가 최근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일찍이 1970년에 

Tichenor와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지식격차(knowledge gap)’ 이론은 “사회체계 

속으로 매스미디어 정보의 확산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 

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보를 취득하는 경향이 있고， 결과 

적으로 두 집단간의 정보의 격차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Tichεnor et al., 1970, p.1 59)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두 집단간에 지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것보다는 그 차이가 증가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둘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어서가 아니 

라 오히려 정보가 확산되면 될수록 격차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1980년대 컴퓨터 보급이 확산되고 정보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지식격차의 

개념은 정보격차로 확대되었다. 지식격차 이론에서 지식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제공되는 정브， 특히 공공문제에 관한 지식이었으며， 지식격차는 인지와 정보 

처리에 있어서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van Dijk, 2000b). 그러나 정보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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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의는 지식격차보다 훨씬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컴퓨터 

와 같은 ICT 하드돼어에서부터 그것을 다루는 기술과 이용패턴에 이르기까지 

정보사회에 접근하는 거의 모든 조건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Hague와 Loader( 1999b )는 ‘강한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사회에서 다루 

어야 할 ‘접근’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ICT에 대한 접근: 최선의 ICT에 누가 접근하고 누가 접근하지 못하는 

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에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 성， 지 

리적 위치， 교육수준 등에 따라 ICT에 대한 접근이 체계적으로 거부된다면， 

‘강한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ICT의 잠재력에 대해 섬각하게 의문을 가져야 

할것이다 

(나) 정보에 대한 점근: ICT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로 

하여금 fεT를 이용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ICT가 ‘강한 민주주의’를 증진 

한다면3 그 다음에 주목해야 할 문제는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이용자 친화적인(user-friendly)’ 형태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다 

(다) 공동체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지리적 공동체이든 동일한 관섬을 가진 

사람틀의 공동체이든， 공동처!1( community)간의 그리고 공동체 내의 긴밀한 상호 

작용과 연대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ICT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이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한 민주주의’를 

만틀려면 공동체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라) 의사결정권자들에 대한 접근: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들 가운데 

공통적인 것은 정부가 시민들로부터 괴리되어 적절히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 

이다. ‘강한 민주주의’는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정부와 시민 사이에 강력한 

상호작용적 연결을 요구한다.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정부와 시 

민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ICT의 

상호작용적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ICT 자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 

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가 시민틀과 개방적이고 의미있는 대화를 할 준 

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 기본적인 소득원에 대한 접근: 정부와 시민간의 대화와 숙의를 활성화 

시키는 ICT의 광범위한 이용만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는 없다. 외면할 수 없는 문제는 역시 경제적 현실이다. 모든 시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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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최소한의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는없다. 

정보격차가 접근의 모든 조건을 다룬다고 개념화할 때， 가장 핵섬적인 문제 

는 역시 새보운 정보 기기와 서비스의 소유 및 접근 가능성에서 격차가 발생 

한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정보격차는 사회계층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논자들은 시간이 흘러 정보화가 더욱 진행되고 디 

지털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이러한 격차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 

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그라나 이라한 장빗벚 전망들은 이제까지 실제 자료들에 의해 충분히 뒷받 

침되지 못하고 있다 섬지어 현재 세계질서 내에서 가장 강력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정보격차와 불평등은 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 

고 있기 때문에，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설 

정이다(참조: Doctor, 1992; 류석상， 2000; 신순자， 1999) 

<표 1> 연렁별 컴퓨터， 인터넷의 이용률 변화(1995~20이) (단위 %) 

Q$r 1995년 조사 1998년 조사 1999년 조사 2000년 조사 2001년 조사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10대 72.8 18.2 66.5 24.4 91.7 73 .3 94.8 83.9 

20대 48.2 2.2 56.8 23.7 54.7 26.8 71.7 60.0 88.0 84.0 

30대 29.6 2.3 38 .1 9.7 34.1 12.2 46.1 29.5 72.7 64.2 

40대 24.4 1.8 20.2 4.7 20.1 7.0 31.6 17.2 59.2 52.9 

50대 이상 13.1 1.4 6.9 1.2 7.1 1.0 10.2 4.9 26.4 20.7 

k 출처: 힌국정보문화센터(1995 ， 1998, 1999, 2000, 2001). 

** 2001년 조사의 10대 컴퓨터 이용률은 초등학생(7~13세) 이용률 93.2와 14~19 

세 이용률 96.3의 평균수치임. 2001 년 조사의 10대 인터넷 이용률은 초등학생 

이용률 74.5와 14~19세 이용률 93.4의 평균수치임. 

그와 같은 정보격차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1990년대 컴퓨 

터나 인터넷 등 핵심 ICT틀이 우리 사회에 빠른 속도로 확산된 것은 사실이 

지만， ICT의 이용과 관련해 특정집단 간의 차이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을 연령별， 직업별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보격차 현상이 일정하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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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표 1>을 보면， 1995년에 20대의 컴퓨터 이용률 

이 48.2%, 인터넷 이용률이 2.2%인 반면에 50대 이상은 각각 l3.1%와 1.4%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차이는 2001년이 되면 더욱 커져 20대의 컴퓨터 이 

용률은 88.0%, 인터넷 이용률은 84.0%인 반면에 50대 이상은 각각 26.4%와 

20.7%에 불과하다. 비슷한 경향을 작업별로 비교한 <표 2>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1995년에는 화이트칼라 계층의 컴퓨터 이용률이 59.0%, 농/임/어업 

종사자는 5.6%였다. 그러나 2001년 조사에 의하면 각각 92.7%와 16.5%여서 

그 차이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결과를 인터넷 이용에서도 확 

인할수 있다 

<표 2> 컴퓨터， 인터넷의 직엄별 이용률 변화(1995~2001) (단위 %) 

1995년 조사 1998년 조사 1999년 조사 2000년 조사 2001년 조사 

직업 컴퓨터 인터넷 직엽 캠퓨터 인터넷 직업 캠퓨터 인터넷 직업 컴퓨터 인터넷 지「어B 캠퓨터 앤터넷 

판u~/서 47.l 13.7 
비스 

λ뮤/ 75.7 27.7 
화이트 

59.0 4.8 
기술직 화이트 

73.0 32.9 
화이트 

81.8 64.0 
화이트 

92.7 89.3 
캘↓ 경영/ 50.0 0.0 칼라 칼라 칼라 

관리직 
전문/ 62.5 37.5 
자유직 

기능/ 14.8 3.3 

블루칼라 26.9 2.3 
숙련공 늘 닝느딛「 

24.6 6.0 
듣 닙rET 

41.9 27.8 블루칼라 55.0 45 .3 
일반 6.5 3.2 칼라 칼라 

작업직 

농/엠/ 
5.6 1.4 

농/엠 4.2 0.6 
농/임/ 2.9 1.0 

농/임/ 
14.6 7.3 

농/입/어 16.5 10.7 
어업 어업 어엽 어업 업 

자영업 26.4 0.7 자영업 37.2 7.4 자영업 23 ‘6 5.9 자영업 31.9 18‘7 자영업 53.5 45.6 

τ~Jl←7τ<= 69.5 13.l τ ~ïLτEr 66.6 21.7 동 X→:51ιtEr 91.6 72.7 
~.ι亡j 하「λ 0 

93.2 74.4 
학생 학생 학생 

학생 70.7 4.3 
대학 97.9 60.4 대학 85.5 61.8 대학 99.4 94.l 

중고/대학 
97.4 95.0 

(원)생 (원)생 (원)생 
(원)생 

주부 12.2 0.3 기 ;ζ~닙「 19.0 2.8 주부 10.9 1.8 주부 21.4 11.0 τ ;ζ~닙「 49 .4 42.0 

기타· 
35.l 1.3 

무직 32.4 6.9 
무직 24.5 11.0 

기타· 
54.l 43 .4 

무직/ 
67.7 62.8 T디지기 기타 100.0 1이 O 무직 기타 

* 출처 한국정보문화센터(1995 ， 1998, 1999,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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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정보격차가 언젠가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이종(2000)에 따르면， 정보격차는 정보확산의 과도기에서의 단순한 차이가 

아년 구조적인 차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보격차는 정보 

접근 및 활용능력을 키울 수 없게 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생활습관을 가질 수 

없게 하여 더 나아가 교육의 기회와 직업 선택의 기회， 문화생활의 기회 등을 

제약함으로 해서 결국 삶의 질을 제약한다. 

그러므로 정보격차는 결국에는 정보불평등의 구조를 만들어낸다. 윤영민 

(2000)은， 정보는 소비재인 동시에 생산재이므로 정보격차는 소비생활은 불론 

생산활동에서의 격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심각한 정보불평등은 한 사회 내에 

지위， 소득， 권력 등 가치의 편향된 분배를 낳게 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재생산하게 된다고 섣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는 경제적， 교육적 불평등으로 확대 이전되고， 이 불평등은 

다시 정보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충분하다. 더구나 

정보불평등은， 단순히 이것이 경제적 불평등구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정， 교육， 환경 등의 문화자본에 관련되어 진행된다. 또한， 정보불평 

등은 장기적으로 사회계층간의 분리를 가져오게 되는데， 정보지식을 갖추지 

못한 집단들이 사회에서 주변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생기는 분리는 기존 

의 노동과정이1서의 착취의 구조와는 또 다른 불평등의 구조를 낳게 된다. 

이처럼 정보사회로의 이행이 진행되면서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유지되는 이 

유는 무엇인가? 정보격차의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섣명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van Dijk는 가장 먼저， 뉴미디어에 이용되는 비용이 이전 올드 

미디어에 비해 더 높다는 점， 뉴미디어가 올드 미디어 외의 축적의 형태로 채 

택된다고 할 때 총 가구의 미디어를 위한 예산의 한계로 인해 저소득층은 지 

속적으로 뉴미디어의 채택에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올드 미디어가 호경 

기에 도입되었다면 뉴미디어는 불경기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 뉴미디어가 

이전과는 달리 시장기제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정보격차 

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지 못하며 더욱 확산되리라 보고 있다{van Dijk, 2000) 

한편 Golding과 Murdock( 1986)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입 볼평등 

의 섬화， 상품화에 따른 서비스 비용의 증가에 따른 계층과 경제력의 차이를 

정보불평등의 가장 열차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는 비용 

을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것이다. 더구나 정보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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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공부문에서의 보조가 시장원리에 따라 감소됨에 따라서 더욱 심각해진 

다. 

또한 Rogers(1986; 윤영민， 1996에서 재정리)의 경우에는 확산론의 입장에서 

정보격차를 설명하는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지속적으로 개발 

되면서 새로운 정보격차를 더욱 섬화시킨다는 가설을 내놓은 바 있다. 간격이 

좁아지면서 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격차가 극복되기 이전에 새로운 격차가 발 

생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은 이올잔 잔신의 문한션 늠렴 01라 

고 할 수 있는데， 윤영민(2000)， 박재홍 - 한상진(2000)에 의하여 지적된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능력(communication comp앉ence)은 뉴미디어 채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윤영민(2000)은 수용자가 정보를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 정보수용의 양과 질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보 리터러시는 이라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데， 정보사회에서 

는 기본적인 정보 활용능력(리터러시)이 문화생활， 교육， 직업 등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서이종， 2000) 

(2) 정보복지와 정보민주주의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의 문제는 언젠가 해결될 것으로 믿고 기다리기보다 

는 적극적인 정책개입을 통해 ‘조정’을 거쳐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 

다. ‘정보민주주의’는 바로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이며， 

‘정보복지’는 그러한 정책을 안내하는 구체적인 개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민주주의 개념에서 핵섬은 ‘접근’문제이며， 이 

접큰문제를 ‘권리’의 개념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정보복지’ 개념이다. 

서이종(1998)은 ‘정보복지’가 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개념으 

로， 특히 정보통신으로부터 소외된 계층과 무관심한(또는 소극적인) 계층의 요 

구에 상응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개발하여 그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특히 전술한 바의 정보격차가 접점 더 섬대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틀이다. 정보불평등은 점차 

로 섬각해지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섬을 갖고 적절한 개입을 이루어내지 못 

하면 미래사회의 전망은 더욱 암울해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도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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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래로 미국 상무부에서 “Falling Through the Net: Defining the 

Digital Divide"라는 다소 충격적인 제목으로 세 차례에 결쳐 미국의 정보불평 

등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면서 적극적인 대안개발에 나선 것이나， 독일씨 

1990년대 발부터 ‘info2000’ 등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복지 향상을 꾀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도 2001년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정보 !C!\DJ 

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공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정보불평등의 문제를 정보민주주의의 문제의식 하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택 

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11 1. 이론적 쟁점 

1. 전자민주주의 

1) 민주주의 모델 

Tofflεr(1980)， Naisbitt(1982) 등의 미래학자틀이 제시하는 정보사회는 그야 

말로 장빗벚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시민들에게로 권력이 복원되고， 자유롭 

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 

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가능따 

게 하는 전자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제， 즉 전자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다는 주장이다.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낙관적 전망을 Arterton( 1987)의 말 

을 빌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반면에， 많은 예언자들과 미래학자들은 뉴미디어의 정치적 이용을 통해 민주 

주의의 약속이 완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술의 발달로 언하 

여 모든 시민들의 공공 정책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날이 올 것으 

로 예상한다. 그들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이용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달성 

하기 위한 슬로건으로 원격민주주의(tεlεdemocracy)라는 용어를 내세운다. 그들이 

미래의 민주 정치를 마음 속에 그릴 때， 그들은 미국인들이 국가의 당면 문제를 

숙고하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관해 거실에서 자신들의 의견 

을 제시할 것이라고 믿는다. 대의제도는 사라질 것이며 시민들은 진정으로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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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p. 14). 

그러나 Arterton 자신은 기존의 대의제를 없애는 정치를 지칭하기 위해 원격 

민주주의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가 말하는 원격민주주의의 의 

미는 “시민과 정치지도자들 사이에 정치적 정보와 의견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은 토플러나 나이스빗과 같은 미래학자틀이 생각했던 전자민주주의와 아터톤 

이 생각했던 전자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를 모델로 삼고 있다 

는사실이다. 

실제로 전자민주주의 담론에서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어떤 형태의 민 

주주의를 모델로 삼고 있느냐는 문제이다.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직접 

민주주의(direct democracy)’ 또는 ‘국민투표식 민주주의(plebiscitary democracy)’ 

를 지향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지향하 

느냐는 것이라 할 수 있다(Tsagarousianou， 1998a). 직접민주주의 또는 국민투표 

식 민주주의 모델에서는 개인들이 확대되는 전자시장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명하는 것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의 전자민주주의 개 

념은 전술한 토플러나 나이스빗 같은 미래학자들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의 

민주적 잠재력을 주장하는 다른 많은 사람틀에 의해서도 1970년대와 80년대 

에 널리 소개되었다. 최근에도 Ross PerotLi- Newt Gingrich 같은 보수적인 대 

중정치인들이 국민투표식 민주주의 모텔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을 민주주의의 목적 그 자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Tsagarousianou， 

1998a) 

국민투표식 민주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숙의민주주의 모텔은 대의제 민주주 

의를 강화하고 그것을 좀더 참여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시도한다. 예를 들면， 

Barber(1984)는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그리고 시민교육과 시민참 

여를 고양하는 매체로 CMC의 이용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숙의민주주의 모렐 

에 입각한 전자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공공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 

하고 또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London(1995)은 전자민주주의 모델을 원겸믿준준의 

모델과 숲왼민준준의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역시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 

가 지난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적인 민주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적 논의와 



158 言論情報昭究 39호 

관련하여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역할과 시민적 요건에 대한 인식론적 차이 

를 보여주는 것이다. 원격민주주의는 ICT를 통한 정보의 제공과 시민들의 의 

견표명을 중시하는 반면에， 숙의민주주의 모델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표병과 

그것의 단순한 결집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진정한 시민의 자기통치를 위해서는 

숙의와 대화의 원리에 엽각한 질적인 차원에서의 민주적인 참여와 의사 결쟁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원격민주주의는 공적인 쟁점에 대해 정보를 잘 저l 

공받은 식 견 있는 시 민(infoffiled citizen)을 상정하고 있는 반면 숙의 민주주의는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시민(deliberative citizen)을 상정하고 있는 셈이 

다. 원격민주주의 모텔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쩡 

보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주어진 정보를 통해 경쟁적이고 다원적인 사상의 

자유공개시장에서 합리적 선택과 판단을 하는 시민 개개인들이 민주주의의 

실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숙의민주주의 모델은 주어진 정 

보를 바탕으로 상호간에 충분한 대화를 갖고 공적인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려 갚은 시민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실갤 

적인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경우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 

이 다(Sπeet， 1997) 

한편， 최근 Da삐berg(2001)는 전자민주주의 담론을 ‘자유주의적 개인주띄 

(liberal individualism)’,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 ‘숙의민주주의’라는 3개 

의 진영(carnps)으로 나누었다. 이 3개의 전자민주주의 담론은 ‘민주주의적 정 

당성(democr따ic legitimacy)’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차별화된다. 그에 띄 

하면， 개인적 자유주의에서 민주주의는 개인들이 관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 

해 줄 수 있을 때 정당성을 획득한다. 공동체주의에서는 민주주의가 공통띄 

정신과 가치를 고양해 줄 수 있을 때 정당성을 갖는다. 반면에 숙의민주주익 

에서는 공폰장에서의 이성적 토론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정당성을 갖는다. 

Dahlberg는 지금까지 전자민주주의 담론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모텔에 띄 

해 지배되어 왔다고 하면서， 개인들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ITC의 민주적 

잠재력을 강조하는 ‘원격민주주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에 기대고 있는 대표 

적인 모델이라고 한다. 그는 원격민주주의와 함께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기젝 

들도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모텐에 포함시키고 있다.D때lberg에 의하면， 자유 

주의적 다원주의 기획들은 정부의 대표 시스템을 통해 이익집단틀 간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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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타협을 고무한다. 반면에 원격민주주의 기획들은 의사결정에 개인들이 직 

접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정 

치적 정당성에 대해서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모델로 분류된다. 즉， 원격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다원주의는 개인들의 표현 

의 자유가 극대화될 때 민주주의가 확고해지는 그런 경쟁적인 정치세계를 수 

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전자민주주의 담론에서 지금까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담론이 압도적이었 

지만， 개인주의와 상업주의， 관료주의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지역공동체 

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ICT를 이용하고자 하는 운동도 활성화되고 았다. 공동 

체민주주의 모텔은 강건한 민주주의란 사람들을 공동체로 묶어내는 가치와 

‘선(the good)'의 개념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체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소수의 지배과정이 아니라 공공선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설득과정을 통 

해 달성되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동체 민주주의는 자치능력을 지 

딘 시민， 공동체에 대한 관섬과 정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덕성을 

지닌 시민을 전제하며， 시민이 공동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 

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의 관건이라 여긴다. 공동체 민주주의는 소규모 공동체 

의 활성화를 통해 권력의 분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D때lberg가 제시하는 숙의민주주의 모텔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합리적 토론에 바탕을 둔 ‘강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Barber(1984) 

는 숙의민주주의 시각에서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일찍이 ICT의 활용 

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공동체 민주주의의 일원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또 자 

유주의 모렐의 ‘약한 민주주의’도 거부한다 Barber는 민주주의가 ‘깅력한 민주 

적 대화’의 제도를 통해 사적인 개인틀을 시민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같 

은 맥락에서 Abramson 등(1988)도 합리적 토론에 기반을 둔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을 주장했다. 앞에서 언급한 London(1995)과 Street(1997) 등도 전자민주주 

의 담론에서 합리적인 공중의 숙의를 강조하고 었다. 

Dahlberg(200 1)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담론이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과 시민들의 의견 표명을 중시하는 반면에， 숙의민주주의는 시민들간의 ‘민주 

적 상호작용’， 즉 자유롭고 개방된 대화를 더 중시한다고 말한다. 공동체주의 

에서도 대화는 강조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공동선’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숙의민주주의에서는 참여자들이 그들간에 존재하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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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와 합의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화라 

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자기결정적인 주체를 상정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와는 달리， 숙의민주주의는 간주관성(intersubj ectivity)에 의지한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란 이미 정해진 의지의 표현에 달려 있는 것이 아 

니라 모든 사람틀의 의지가 형성되는 숙의적 과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2) 우려와 비판 

ICT가 민뚜주의를 강화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보는 전자민주주의의 수많 

은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틀이 ICT를 이용함으로써 정치과정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전자민주주의가 지년 가능성 

과 장점들에 주목하는 논의가 발전되어온 한편에는 그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 또한 있어왔다. ICT의 발전이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틀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잣쩨 정보과부화에 따른 정치적 무력감과 방관자의식의 강화이다 B. Barber 

가 지적한 것처럼， 첨단 통신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이론상 시민들의 정치적 

지식과 의식을 상승시키고， 원격적인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을 제고시킬 

수도 있겠지만， N. Retenstreich가 지적한 것처럼 고전적인 직접민주이론이 기대 

하는 것과는 달리 “결정이 수반되지 않는 방관자적 참여( observer-paπicipation)， 

곧 소극적 참여(inactive participation)"를 가져오는 데 그칠 가능성도 그에 못지 

않게 존재한마는 점을 보여준다. 이른바 정보과부하 현상은 오히려 일반시민 

들의 정치적 무력감과 방관자의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좋f;민준준의ε 뚜는 하이퍼 민준준의의 가능성이다. 민주의의 과제는 

‘군주에 의한 전제적 통치’를 방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중에 의한 전제정치 

혹은 폭도정치(mobocracy)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었다. 민주 

주의는 경제， 환경， 의료제도 그리고 이민정책 등과 같은 복잡한 사안들에 대 

하여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단순한 투표행위보다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올바르면서도 사회에 유익한 결정은 사안에 대한 섬사숙고만이 아니라 다양 

한 이해의 갈등관계를 해쳐나가면서 타협과 조정과정을 요구하고 었다. 그러 

나 많은 대중들은 섬지어 투표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 중요한 사안 

들에 대한 이해와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시간과 자원을 기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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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결과 성숙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대중의 판단에 대한 신뢰도와 평가가 그리 높지 않 

은 실정이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중우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 

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타임지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하이퍼 민주주의 

(hyperdemocracy)라는 용어로 정리하고 있다{임병규， 1999). 대의민주주의의 책 

임성(responsiveness) 결여에 대한 비판과는 대조적으로 정치가들은 이미 텔레 

비전， 신문， 여론조사 등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이익집단은 정부에 대해 과도 

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자민주주의의 시대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 

리라는 우려이다. 

셋째， 정보의 주작과 독점의 간놓섬이 았다. 전자민주주의론자들이 낙관하 

는 하나의 전제는 정보가 민주적이고 자유롭게 시민과 공공기관 사이에 공유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그 소유자들에게 끊임없이 대중 

을 조작하고자 하는 유혹을 던진다. 더구나 시민들의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첨단기술을 응용한 전자정보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대기업은 정보의 

집중과 독점， 그리고 조작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임병규， 

1999). 

넷째， 정치과정의 분극화와 파편화가~싶화될 가능성이 았다 전자민주주의 

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 정치과정의 분극화， 파편화 심화현상이다. 현재에도 

이미 컴퓨터와 통신수단 발달 덕분으로 대규모의 특수 이익집단이 쉽게 조직 

될 수 있으며， 정보고속도로는 그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인터넷 

을 통하면 필요한 정보의 습득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관섬사를 공유하는 사 

람들간에 대규모의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일단 PC와 모템이 설치되 

변 그 이후의 비용부담은 미미하다. 즉， 인터넷은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의 자 

생적인 이익집단이 단시간에 형성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확산으로 특수 이익집단이 급증하여， 그 결과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 

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정치과정이 극도로 파편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이 

유진， 1999). 

다섯째， 숙연위 가능성에 대한”회의이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 사이버 포럼을 통한 정책토론 참여가 있다. 그라나 과연 사이버 공 

간에서 수준 높은 정치토론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가 

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숙의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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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포럼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수십만 건의 글이 게시되고 수백만 명 

이 토론에 참여한다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숙의， 여론수렴 그리고 정책반영은 

불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정치문화에서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이 

더움L의문시된다 민주적인 토론문화가 정착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숙의를 

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도 문제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비 

단 ‘대표의 실패’뿐 아니라 ‘시민의 실패’이기도 하다. 또 에티켓과 관용의 문 

화가 부재하고 ‘서로 다름’을 용인하지 않으려 하는 사회에서 대화， 토론， 숙의 

를 통해 공적 문제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내려는 숙의민주주의의 토양은 척박

할수밖에 없다. 

한편， ICT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들을 

sπeet(1997)는 다음 4가지의 경향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현존 민주주의의 

개념 자체에 대한 것으로， 정보기술이 이러한 민주주의가 본절적으룰、갚고 있 

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적되는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대의제의 문제점이다. 민주주의의 결정은 시민들의 선택의 결과라 

기보다는 어떻게 시민들이 자신의 선택들을 ‘등록’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두 번째 ;성향은 정보가 더 많아지고 데이터에의 접근이 더 쉬워지면뀐주 

주의의 질이 자동적으로 향상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이라한 관점은 다수의 

논자에게서 발견된다. 전술한 바의 Hacker( 1996)의 논의에서도 중요한 것은 정 

보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과연 사람들이 현재 심각 

한 정보부족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특히 정보의 확산을 교육의 

확대와 같은 차원애서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다.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는 능 

력과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서로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지식으로서 정보를 획득하면 그것이 곧 정치적 권력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에 

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세 번째 경향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이 참여자가 되는 것이 아 

니라 미디어 기술의 소비자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숙의와 토론에 의한 정치 

과정의 참여가 사영화되고 도구화된 결정들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이러한 현 

상들 역시 다양한 논자들에 의해 비판되어 왔다. 

그리고 네 번째 경향은 인터넷과 가상공간의 발전이 결국 권력 있는 자의 

이해관계에 복무하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이다. 정보의 불평등한 배분과 불평 

등한 접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정보 빈자와 정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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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의 격차가 생겨난다는 주장은 특히 정보민주주의 논자들을 중섬으로 계 

속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라 하겠다. 또한 Moore(1999)의 논의 역시 이러한 범 

주에 포함된다고 하겠는데， Moore는 현재의 인터넷이 거대 독점기업에 의해 

독점화/산업화되어 있는 현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히 거대 복합기업의 정 

보 기술에 대한 수직적 독점에 의한 민주주의적 잠재력의 소설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Barber( 1997) 역시 독점기업들은 자본주의적 경 

쟁을 파멸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기대고 있는 정보의 다양성과 다 

원성 자체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보사회에서도 역시 누가 말하 

고 있으며 누가 들어야 하는가가 핵섬적인 질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 

는 현재 가상공간의 사영화 경향에 대해 논하면서 과연 누가 사영화된 정보 

생산의 세계에서 공공 이익을 대변하여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할 것인 

가에 대한 질문을 먼지고 있다. Sparks(2000) 역시 인터넷 정보기술이 현재 점 

차로 배포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할 때 상엽적 형태로 그 사용형태가 정해지 

면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기술만이 발전하게 되어 민주적 가능성을 담지한 

상호작용적 성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적 소유의 규제가 

펼요함올 강조한다. 

2. 정보민주주의 

1) 보편적 서비스의 논리 

정보민주주의의 논의에서 이제까지 중섬이 되어 온 것은 ‘접큰’의 이슈였다. 

이처럼 ‘접근’이 문제가 될 때 논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편적 

서비스’의 논리이다. 배진한(1999)은 대다수 국민에게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 

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여부가 국민에 대한 균등한 복지제공 및 사회적 갈 

등의 완화에 핵심적 부분으로 등장하였고， 이에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 그 

리고 사회경제적 및 신체적 제약 없이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하 

는 것”이라는 의미인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현재의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현재의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이 정보불평등을 해소 

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많은 논자들 

은 정보화사회에 들어서면서 ‘보편적 서비스’ 개님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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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이종(1998)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성립한 배경으로 미국 정보통신산업의 특수성을 주목할 필요가 았다 

고 하였다 이 개념은 기설 미국의 벨 전화회사가 독점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서，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정책，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라는 기조 위에 성립된 

것으로， 보편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의 의미보다는 ‘어디서든지’라는 의 

미를 지닌 말이었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물론 1980년대 후반부터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질높은 서 

비스와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는 발전과정을 겪었다. 따라서 보편적 서 

비스 개념이 거주지의 지리적 차이와 무관하게 특정한 국가 상황에 따라 허 

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정한 질적 수준의 

최소한의 서비스 체계로 정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사실은 보편적 ‘접근’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확장은 서비스 

의 확대라기보다는 접근 기회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았다. 이는 ICT기반 네트 

워크에의 접속 여부가 중시되는 한정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지리적 차이， 

신체적 장애， 소득수준 등 접속제약 요인을 해소하여 접속빈도를 높이려는 정 

책적 개념인 ‘보편적 서비스’ 논의는 현상적 불평등에 초점을 둔 소극적 개념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서이종， 1998; 배진한， 1999). 이러한 문제틀 하에 

서는 네트워크에의 불평등한 접근문제라든가 서비스의 불평등한 배분문제와 

같은 것들을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불평등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정책 

적 접근에 제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공공성’ 개념을 강조하는 Hadden과 Lenert 

(1995)의 논의는 재미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VCR과 텔레커뮤니케이션 테크 

놀로지를 비교하면서， 이들은 인터넷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개인적인 차원의 

선택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을 비판하고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의 공적 성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네트워크의 성격이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에 합당한 ‘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를 적절한 규제를 통해 조정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이종(1998) 역시 공공 서비스의 개념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비교 

하면서， 공공 서비스 개념에는 ‘섣칠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목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소극적 의미의 보편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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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개념보다는 공공 서비스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펼요가 있다.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단순한 네트워크에의 접속 기회의 보편성이 

라는 제한적 의미에서 보다 확장된 ‘공적 이익’을 위한 실칠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확대될 펼요가 있다. 보다 근원적인 의미의 ‘형평 

성’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재정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접근’으| 재개념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보불평등이란 단순히 네트워크 접근에서의 불평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한편으로 ‘접근’개념 역시 설제적인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의 물리적 연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접근’의 이슈는 여러 차례에 결쳐 재정의되고 검토되고 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Hague & Loader(1999b)는 정보민주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섯 가지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ICT 자체에 대한 접근이다. 네 

트워크에의 물려적 연결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이 개념이 가장 기초적 의미 

의 ‘접근’이라고 하겠다. 둘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네트워크에 연결 

은 되어 있으나 아무런 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다면 그 ‘접근’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이 밖에도 공동체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의사결정권자에의 접근， 기초 

적인 소득원에의 접근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핵심적인 요인들이라고 보 

았다. 

또한 van Dijk(2000b)도 물리적 네트워크에의 접근만이 문제가 아니라， 설제 

로 ‘얼마나 접근 가능한가’라는 ‘접근가능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에게 친화적이지 못한 기술적 환경이나， 심리적으로 느끼는 컴퓨 

터 공포증， 정보사회에 뒤쳐지고 있다는 느낌 등의 문제가 ‘접근’의 이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우선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기회， 즉 사용기회라 

는 측면에서의 접근의 문제는 현재의 정보불평등의 문제에서 중심적으로 논 

의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접근기회의 보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공장소에서 네트워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접에서 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PC사업과 같 

은 것을 벌여 비용부담을 줄여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정보불평등 역시 단순히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존재한 

다는 의미를 념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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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불평등의 재개념화는 윤영민(2000)의 논의에서 발견된다. 그는 우선 정 

보불평등이 정보생산과 정보전송， 그리고 정보수용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모두 발견된마고 하였다. 정보전송에서의 불평등， 다시 말해 정보 네트워크 

접근에서의 불평등이 가장 흔히 말해지는 정보불평등이지만， 정보격차의 문제 

는 Golding과 Murdock(1986), Schiller(1996) 등에 의해 누차 지적된 바와 같이 

정보생산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어 있거나 혹은 상엽적인 정보만을 생산하게 

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또한， 정보수용에서 수용자의 교육이나 

문화적 수준， 직업과 같은 전반적인 수용자 요인들에 따른 고급 수용자와 저 

급 수용자로 나뉘게 되는 문제 역시 해결되어져야 할 정보불평등의 문제인 

것이다. 이는 van Dijk(2000)도 지적한 바 사용의 격차와 연결되는 것으로， 정 

보수용 단계에서 활동적인 정치 참여를 하는 엘리트들과 언터넷을 이용한 쇼 

핑 등의 단순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화된 집단틀로의 분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편으로 주목되어야 할 점은 바로 ‘공공 영역’과 ‘지역사 

회 공동체’의 문제라고 할 수 았겠다. 대체로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 

은 공공영역익 재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사사화(priv없ization)에 의해 공공영역이 활성화된다 

기보다는 상업화되는 경향을 띠는 것에 대한 우려들도 나타나고 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의 정보화는 지역사회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통 

한 공공 영역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았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정보， 필요한 네트워크는 지역 

사회 내에서 가장 잘 암 수 있는 것이고， 무엇에서 격차가 나고 있는지도 가 

장 잘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정보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접근’의 의미 

에 지역적 꽁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적 접근이 중요함은 물론이라 하겠 

다. 따라서 정보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는 접근의 다차원성을 고려 

하면서 정보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차원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다층적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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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책쩍 구현 

1. 전자만주주의 

시민의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전자민주주의는 

1960년대 이후 많은 학자들과 정치가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으며， 1980년대 이 

후부터는 이를 실제에 적용하려 보려는 시도들이 있어왔는데， 미국의 주정부 

틀은 1980년대부터， 전자민주주의의 섣천적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왔으며 유럽 

의 지역정부틀이 1990년대 초반부터 전자민주주의를 위한 섣험들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설험들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정치가 쇠퇴하고 있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점차로 정치로부터 멸어지고 있는데 대한 강력한 대안으 

로 ICT가 민주정치를 재활성화시킬 수 있으라라는 기대를 기반으로 한다. 그 

러나 이들 설험들은 또한 각 시행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철학적 배경을 바 

탕으로 하고 있어， 각기 다른 민주주의의 이상과 모덴에 기반하고 있으며 또 

한 그 시행의 주체나 시행 양식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섣이 

다. 

다읍의 <표 3>은 1990년대를 전후하여 각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전자민주 

주의의 실험 프로젝트들을 정리하여 본 것이다. 이 표에서 드러나듯이， 각각 

의 프로젝트틀은 전제하고 있는 전자민주주의의 의미와 그 이상 측면에서나， 

프로젝트의 목적， 상호작용의 정도， 시민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도와 그 목 

적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그리스의 ‘Network Pericles’ 프로젝트나 이탈리아의 매erBolE’ 프로젝 

트와 같은 경우 시민들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해 공공 접속기관의 제공 등이 전자민주주의 프로젝트 내에서 중 

요한 위치블 차지하고 았다. 그러나 그 외의 많은 프로젝트들은 이처럼 직접 

적으로 시민들의 네트워크에의 접끈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 

한편 초기 전자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이상으로 내세웠던 초기 직접민주주의 

와 같은 온라인 투표를 통한 국민투표적 모텔은 단지 ‘Network Pericles’에서만 

채택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실험들은 이라한 직접투표로 인한 정치참여보다는 

정치적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토론을 통한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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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자민주주의 실천 사례 

프로젝트 시행국개 
주요목표 -Z「」QL 트 「지 。

며。 시행시기 

* 산타 모니카 시 소유의 e-ll대l 및 컴퓨터 회의 시스템에서 출발 

* 의회 정보 공공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시의회의 공문서를 데이터 서비 
PEN 미국 숙의 민주주의 스 형태로 제공힘. 시민들이 정부 부서 및 사용자들에게 e-mail을 보내거나 다 

(P u b 1 i c 산타모니 (공공 정보공유와 양한 전자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온라인 포럼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읍 
Elec따trolllc 카 온라인 토론 기회 * 수정헌법 1조의 영향을 많이 받아 주 정부가 시민의 발언권을 제재해픈 등의 
N뻐0씨 1989년 제공)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대안들을 실험함 (ex.)시위원회의 중재 하에서의 온라인 포럼 실행 
* 참조:Doα앙& 마Jtto띠 1998) 

* 중소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에의 접큰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발전 전략을 개벨 
하려는 경제적 목적으로 시작함. 

* 공공정보게시핀， 공공토론게시판 및 e-ll뻐il 서비스 홈페이지구축 서비스 등을 
Manchester 영국 정보통신기술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E까Is(Electro띠c Village Halls)를 통해 소수자와 정보 빈자들 

Infonnation 맨체스터 통힌 지역발전 에게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City 1990년~ 전략개발 를제꼼하고있음 

* 경제적 목적으로 시작되어 참여민주주의의 발달과 공공토론의 가능성을 고양 
하기는 것에는 관심이 적은 것이 특정임 

* 참조: Bryan(1998) 

국민투표주의 * 시의 주요지점에 설지된 공공 'Kiosks'를 통해 자유로이 네트워크에의 접근가능 

Nell\Ork 그리스 
숙의민주주의 * 시민들이 전자투표를 통해 이슈틀에 대한 의견을 지방정부에 전달할 수 있읍 
(공공정보공유와 * 시민틀이 먼저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괴 이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하 

Pericles 1992년~ 
숙의， 의사결정 며， 이전에 내려진 결정도 취소 가능힘. 

의 기회를제공) * 감조: Tsa댐ro뼈ianou( 1998b). 

WHCMC 
* 클린턴 선거운동본부에서 시 작되어 백악관에까지 연결되었음 문서 겁색， 정부 

(The White 
관료와 대통령에게 e-mai1을 보엘 수 있는 메일링 서비스 등을 제공함 백악관 

에 도각한 메일은 내용에 따라 적절한 담당자에게 7댐으로 보내짐. 
House 

미국 * 시민틀과 정부간의 대화채널의 증개 정부 문서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에 았 
Com띠t앉 

1992년~ 
공공정보제공 

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정치적 상호작용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Mediated 

낮은 수준만을 제공하고 있어 숙의민주주의의 실현과 정치 참여의 강화에는 큰 
αmrnlU11-

않tion) 
기여를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읍 

*깜조 Hack에2000) 

k 뻐W로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가상도시 

숙의민주주의 
k 웹 페이지 상에 그래픽으로 구축된 각 테마별 스퀘어(Square)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자발적 토론과 정보공유， 정치참여가 가능 
Digita1 

네덜란드 (정부및 시민단 ’ 각 스퀘어는 사업자나 비영리적 조직， 정부 등이 대여한 8개의 빌딩으로 구성 
City 

암스텔담 체들의 정보공 
되며， 이들에서 정보수집과 e-mail을 사용할 수 있음. 

1994년~ 유빚 공적토 * 다소 불투명한 정책결정 구조로 인한 비민주성의 문제 빚 상엽적 성격으로의 
론의 기회 제공) 

변화가문제되고있음 
* 참조 Francissen & Brant이199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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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병 
시행국개 

주요목표 즈1드 iL 트 「드701 
시행시기 

* 네트워킹을 통한 인터넷 지원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시민 및 시민단체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구 

축， 웹 기초 지식에 대한 교육， 전세계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미국 
연대 등을실험중임‘ 

시민단체 지원 * e-mail list를 통해 시민단체들이 정기적으로 이슈 토론에 참가하고 있음‘ 
Neighborhoo 필라델 

및시민들의 * 웹 사이트를 통해 최신 뉴스 제공 및 데이터 검색， 연방기관과의 링 
ds Online 피아 

정치세력화 크， 인터넷 자원 빚 각 영역의 지원기구들에 대한 접근， 국회의 위원 
1994년~ 

회 및 히원과 상원의원에의 접근 등을 보장하고 있음 

* 시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수집 및 정부와 국회에 대해 문제해 
결을 위한 압력을 가승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읍 
* 참조: Schwartz(1998) 

을 가능하게 하려고 함. 토론，정보 제공， 행정당국에 대한 이메일， 뉴 
IperB이E 숙의민주주의 스그룹등의 서비스제공 
(Intemεt 

이틸랴아 
(공공정보 공 * 시에서 제공하는 data는 다양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나 상호작용을 

for 유및정부주 활발하게 할 장치가 보완되지 않아 딘순한 목록기능을 하고 있음이 
B이ogna 

볼로냐 
도의 토론기회 문제로지적됨 

and 
1995년← 

제공) * 토론 그룹의 제공에 있어서는 Comune이 토론 주제 설정과 컴열의 
Emilia) 권리를 갖고 있음 국가의 제제 형태로 부정적으로 평기될 수도 있으 

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용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참조: Tambini(1998) 

* 도시관련 정보 및 서비스와 정부 기구에 대한 상세한 제공， 행정 및 
CIS 

S「i。d1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가 목적임. 

(Ci인 * 행정관료와 시민들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시민들로부터 
Information 

베를린 공공정보제공 
의 메시지는 단열한 메일 박스에 도착해 인쇄물의 형태로 담당자들에 

System) 
1996년~ 

게 전달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참조: Schmidtke(l998) 

* 선거 전 유권7}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 주단위 투표 절차에 

대한 공식정보 제공 및 지역후보들의 웹 사이트와 정보원 연결과 미 

숙의 민주주의 
디어 정보등을제공함， 

마1앉 
미국 

(선거정보의 
* 채팅룸과 후보자와의 대화가 가능한 e-ll삐l 주소 공개 및 후보들간의 

캘리포 온라인 토론 등을 가능하게 하여 유권자들이 보다 정보지향적인 선거 
(Democracy 

니아 
제공과이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음 Network) 
1996년~ 

통한 infωmed * “Issue Grid"를 통해 후보들의 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에 대해 정보를 
clllzen의 형성) 

제공하교 또화 이들 입장에 대해 각 후보들이 서로에 대해 코멘트하 
게 하여 후보자들간의 토론을 가능하게 한 것이 중요한 특정임， 

* 참조’ Elberse, Hale, & Dutto미2000); Docter & Dutton(1999). 

*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토론의 공간을 제공 
* 1998년 네털란드 총선시 실험됩 후보지들이 포럼에 참여하여 토론 
하였고， 토론 주제는 중년층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토론 내용 

네덜란드 
숙의민주주의 은 개방되었읍 시민들은 후보자들에게 질의하고 온라인 토론을 할 

Seniorweb.버 
1998년 

(온라인토론 걱T 。λλ1EIJL 

기회 제공) * 정치가들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고 적은 수의 시민틀만 관여하는 등 
상호작용과 정치 참여의 수준에서 문제가 있었으나 시민틀의 주장을 
공식화E순 양식으로서의 온라인 토론의 기치는 인정되었음 

* 참조 Jankowski & van Selm(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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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제공과 온라인 토론을 제공하는 전자민주주의 프로젝트들도 내 

부적으로는 그 목적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도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았다. 

독일의 ‘CIS(City Information Service)’와 같은 경우는 행정 서비스의 편의를 위 

한 정보제공이 주요 목적이 프로젝트로 상대적으로 정치적 참여를 제고하는 

데에는 관심이 적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Dnet 

(Democracy Net)’의 경우에는 정보 제공이 주요 목적이지만 그러나 Dnεt의 정 

우는 정보배포의 목적이 정부의 행정 편의적 목적에서라기보다는 선거 및 투 

표 과정에서의 포괄적이고 보다 심도 갚은 정보를 주어 시민들의 투표 참여 

를 고양시키는 동시에 그 참여의 질을 제고하려는 시도로 볼 수 였다. 

한편， 정보제공 외에도 정치적 상호작용과 시민들의 정치적 의견 발의를 중 

시하는 전자민주주의 프로젝트들은 기술적으로나 서비스 측면에서는 관련 기 

능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았다. 예컨 

대 클린턴 정부가 주창한 미국의 ‘WHCMC(The White House Computer Mediated 

Communic따ion)’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는 문서 검색과 더불어 정부 관료들과 

의 전자우편을 통한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나 실제로 이를 통한 

정치적 상호작용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한 

시적으로 설험되었던 1998년 총선 시기의 중년층을 위한 온라인 토론 사이트 

인 ‘Seniorwεb.띠’의 경우에도 애초의 기획보다는 정치적 상호작용의 수준이 낮 

았다. 

물론 활발한 온라인 토론과 정치적 상호작용이 보여지고 있는 프로젝트들 

도 존재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Digital City’는 다양한 정보공유와 시민 

들의 자발적인 토론과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계획되어 

운영되고 았다. 이러한 숙의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온라 

인 토론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격화(flaming)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애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산타모니차 시가 제공하는 

‘PEN(Public Electronic Network)’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다양한 시민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또한 토론 내용의 적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자 하는 다양한 정책과 기술적 대안들을 제시해 온 반면， 이탈리아의 

‘IperBolE’ 프로젝트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토론 그룹을 운영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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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숙의민주주의적 이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민의 정치적 권력부여 

와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미국에서 실험되고 있는 ‘Neighborhoods 

Online’인데， 이는 시민들의 그룹 활동을 돕는 인터넷 자원 센터의 설립과 이 

를 통한 풀뿌리 민주정치의 실현이 그 우선적 목적인 프로젝트이다. 

이처럼 각각의 전자민주주의의 프로젝트들의 실천 사례의 구체적인 양상이 

달라지는 것은， 그 사회의 정치문화 및 경제적， 사회적 배경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Tsagarousianou(l 998a)은 시사하고 았는데， 예컨대 미국의 자유주의적 

시 민전통과 참여 적 정치문화가 ‘Nei힘lbo바loods Online’이나 ‘PEN’ 프로젝트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고，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정치문화의 영향들이 

비교적 시민과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약점을 갖고 있는 ‘CIS’와 같은 전자 

민주주의 모델을 발달시켰으며， ‘IperBolE’ 프로젝트에서의 정부의 강력한 주도 

권은 전통적인 좌파 우세지역으로서 공공성에 대한 이념틀이 연관되어 있다. 

또한 영 국의 ‘Manchester Information Ciη’ 프로젝트는 경 제 에 우선권을 두는 

문화적 영향력이 전자민주주의의 기획과 실행단계에 미친 결과라는 지적이다. 

2. 정보민주주의 

1) 외국 사례 

(1) 미국의 사례 

정보화의 길이 차이가 나듯이 선진 각국의 정보격차 해소정책은 다소간에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이제까지 행정부에 의해 발표되고 시행된 정보격 

차 해소정책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 <표 4>와 같이 나타난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가 밝혔던 정책들의 근간에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서비 

스’의 원칙이 있다.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 

음 재개념화한 바 있는 미국 정부는， 그러나 그 개념상에서 여전히 ‘보편적 접 

큰’에의 초점을 유지하고 있는 듯하다. 모든 미국인이 국가정보인프라-(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표로 기본적인 전화 및 정보서비스 요금을 낮추기 위하여 경쟁우위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정책 개발 

에 주력한다는 것을 역설한 것에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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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국의 정보격차 해소정책 사례 

정책 정책 목표 시행 내용 및 세부 프로그램 

정부차원에서 정보 소외계층 정보취약지역 주민의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 

e-r따e정책 
01 정보서비스를 쉽게 접속 학교 · 도서관 · 의료기관의 정보서비스 이 용시 
·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요 부대비용의 20~90%를 정부가 보조 

끔 등을 지원하는 계획 

장애인 접 ICT에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 • 통신기술(Web 
근성 보장 접큰할수 있도록 함 site, 팩스， ATM, 전화기 등)에 장애인의 접근을 
을위한 보장하도록 명시 

지침 

National 모든 학교 및 학생들에게 정 
미국 전역의 초등학교에 디지털 기술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 각 계층에서 
Call to 보기술을 제공/ 모든 지 역과 

신기술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 
Action 가정에 디지털 기회를 부여 

한 장기대책 마련 

주 혹은 지방 정부， 학교， 도서관， 비 영리 의료 

기관， 도서관， 대학， 공공치안기관， 기타 비영리 
지역단체들이 수행하여， 지역접근센터 설치 및 

인터넷을이용한취약계층주민의생활개선효로 

TOP 뛰약계층 주민의 인터넷 그램을 지원하는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주민 

프로그램 이용활성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Plugged In Leaming Through Technology’ (East 
Palo Alto, CA), ‘Austin Free-Net' (Austin, TX), 
‘Boys and Girls Club of Charlottesville' 
(Charlottesville, VA) 등이 그 예 염 . 

도서관， 지역사회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 많은 

취약계층 비영리기관이 컴퓨터 교육실시. 

을위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소외 Fairfield University(코네티컷주 저소득계층에게 

정보기술 계층에게 정보기술 훈련 컴퓨터 보급 및 교육실시) 

훈련 Douglas-‘Cherokee Economic Authority(테 네 시 주 
여성가구 및 소외계층 컴퓨터 교육 실시) 

Nei맹bor- 인터넷，도서관，박물관틀을 그 지역의 대학， 연구센터， 정부， 시민단체 등으 

hood 이용한 교육 훈련， 고용기회， 로부터의 다양한 도움을 받아 제공 

Networks 언어 교육 등을 제공 

* 출처 : 배진한(1999)， 류석상(2000) ， 조정문(2000) ， 오광석 외(2000)에 소개된 사례들을 

재구성. 

(2) 영국의 사례 

한편， 영국 정부는 1996년 Governmeηt Direct라는 녹서를 발간하였다. 이 녹 



전자민주주의와 정보민주주의 173 

서는 10년 안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PC와 TV를 통한 정부서비스 이용을 가능 

하게 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1년간 시민단체들과 정부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비록 녹서의 내용이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선택과 

접근권에 초점을 맞춘 이 녹서를 통해 이후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실험되기도 

하였는데(<표 5> 참조)， 정부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인 

‘Direct Access Governments’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Tang， 1998). 영국의 

경우에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중시되고 있는 것은 네트워크에의 접끈과， 네 

크워크 사용 기술에의 접근이라는 두 가지 차원인데， 이 점에서 한계가 있다 

고하겠다. 

<표 5> 영국의 정보격차 해소정책 사례 

정책 정책 목표 시행 내용 및 세부 프로그램 

학생들이 과학적인 연구를 통상산업부에 의해 지원. 영국의 약 5，000개의 
School on 할 수 있는 지원 풀을 개 학교가 인터넷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line project 발하고， 외국어 기술을 익 1995년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 · 대학에 정보 고 
힐수있도록함 속도로지원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영리단체와 비영 

IT for ALL 정보기술을활용할수 있 리단체간의 협력을 통해서 운영. 1999년까지 약 
느L二 처 닙그 L자 。」λ→ ” 계'11 고 Q 3 ，000개의 센터 섣치 

Library 
2002년까지 도서관 연계 

시스댐 구축， 평생학습을 인터넷 접속 장비 설치와 운영 
Network 

위한 컨텐츠 이용 

Weird up 
지역정보화 프로그램 

중고 PC 및 프린터， 소프트혜어를 빈곤지역을 
Cornmunities 중심으로 공급. 

Walthamstow Age Concem(London): 노인층 대상. 
Stourbridge College Centre(Stourbridge) 자영 업자 

TCT 학습센 정보화를 위한 1 ，000개의 를 위한 이동센터 설치 

터 구축 ICT 학습센터 구축 The People’s Leaming Centre(Birmingham): 지역 
주민과 기업이 공동으로 ICT 공동체 문화 형성 
을 지원， 강좌를 이수하고 지역활동. 

Computers 저소득자， 장애인에 대한 
for All 정보서비스요금을감면 

# 출처: 전자신문(200 1.11.23 ), 류석상(2000)， 조정문(2000)， 오광석 외(2000)， Tang(1998) 

등에 소개된 사례들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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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사례 

우리나라 정부는 정보화를 사회발전의 방향으로 인식하고 전(全)국가기관적 

인 차원에서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정보화기본촉진법 '(95. 8 제정)으로， 6개의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았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하에서 정보화정책은 여러 부서에서 추진 

되고 있는데 종합적인 것은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사이버 코리아 21’이다. 

한국의 정보격차 해소정책은 개별기구에서 특정사향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으로 운영되다가 2000년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의회에서 통과함으 

로써 격차해소 정책이 제도화되었다.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시행은 특정한 사 

회 계층을 전제로 보조와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다. 즉， 정보화 사회발전에서 

지체되거나 소외되는 층에 대한 교육과 접근성 보장을 기조로 하고 있는 것 

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장애인들에게는 컴퓨터의 구입 보조 및 정보 이 

용료 할언을 가능하게 하였다. 여성과 노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육의 연장으로써 노동부는 질업자 

에 대한 취업 훈련의 일환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 

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담아 2001년 발표된 정부 

의 정보격차 해소 종합대책의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은， 정보화기본촉진법 이 

후 제정된 여러 볍들 중에서 사회복지 지향의 법이라고 할 수 았다. 이 법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계층이 정보화에서도 소외될 것이라는 전제 

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보격차 해소정책은 기존의 

복지정책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복지정책과 다른 점은 교육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정보격차 해소정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정보화시대에 능력을 형성시킨다 이처럼 교육으로써 정 

보격차의 해소를 추구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를 가정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정보격차의 현실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 

고 있다는 것이고， 툴째는 정보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을 수 있는 현실을 

가정한다는 것이다. 즉， 정보의 바다에서 헤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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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국의 정보격차해소 종합대책 

구분 추진과제 세부내용 

농어촌지역 초고 
농어촌지역 등 고비용· 저수익 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지속 

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화 
속정보통신망 

농어촌지역 등 정보소외지역에 초고속가입자망(ADSL， 광가입자망， 

초고속정 
구축 지원 

B-WLL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지를 지윈. 
보통신망 

도서 · 산간지역 위성인터넷 이용시간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부딩히는 정액 요금제도를 도입 양방 
구죽 

이용활성화 향 위성인터넷서비스 핵심 기술 국산회를 추진 

디지털 TV방송 대화형 다채널 위성방송기숲 청각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방송 

기술 개발지원 기술 등 디지털방송을 위한 기술개발을 연차적으로 추진 

인터넷이용시설 
2001-2003년간 84M소의 우체국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료 인터넷 

설치·운영 
이용시설 설치/ 2005년까지 농업관련 기관(농협， 농업기술센터)에 

300여 개소의 정보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어촌에는 936여 개소의 「 어 

촌정보 시랑방」을 설치하여 농어민의 정보접근기회를 확대 

2005년까지 도시 저소득층 빌집지역과 주한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도시 저소득층과 주 
정보접근 한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 
환경조성 정보통신기기 2003-2005년간 2만7천여 명의 저소득 모 · 부자가정 。쁨을 대상 

보급 으로 PC방 등의 이용권을 제공 

범국민적인 농어촌지역 PC보내기 운동을 전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가정 등에서 폐기되는 중고 PC를 수집 · 정비 
하여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 

장애인 · 고령자를 위한 정보 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통신기기 개빌 장애 인을 위한 도서관 정보화사업 추진， 

2002년까지 r 1 ，000만병 정보회교육 계획」에 따른 정보회교육 추진 

정보화교육기회 완료(장애인， 농어업인， 노인， 주부， 군장병， 공무원 등 포함). rl ,OOO 
확대 만명 정보화교육」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화교육을 지속적 • 중점적으로 추진 
정보활용 

촉진 정애인 고용 및 복지정보 종합시스템 구축 

컨텐츠 개발 및 
노인을 위한 복지정보 종합시스템 구축 

농어민을 위한 컨텐츠 제공 시스템 구축 
보급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장l 서비스 접근성 보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지침(가칭) 재정 

장지침 제정 

법·제도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통 이동전화 및 무선데이터 요금감면 법제화 

개선 신요금지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통신요금 김변 

정보격차 해소에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연구 

관한볍제도정비 

* 출처: 정보 통신부(2001) ， pp. 8-33의 내용을 재구성. 



176 言論情報맙f究 39호 

가 제공하는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모든 나라들에서 정보격차 해소정책은 이렇게 개인적 기반을 전제로 

한 지향이고 교육과 접근에 치중하고 았다. 그러한 면에서 한국은 예외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게 평가할 수 있다면 한국의 정보격 

차 해소정책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는 것이다 

V. 결 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으로 현대의 정보화사회는 CMC라는 새로운 커뮤니케 

이션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CMC 미디어들은 일방적이 

고 중앙집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특정으로 하는 기존의 매스미디어와는 달리 

상호작용성， 탈중심성， 익명성 등 그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보다 민주적인 키 

뮤니케이션플 구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위기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ICT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 

한 새로운 전망을 제기하는 이른바 ‘전자민주주의’가 정보화사회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담론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 새로운 민주주의 담론은 ICT혁신 

이 정치적 정보와 의견의 교환을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정치질서가 가능할 것임을 강조한다. 전자민주주 

의에 대해 낙관적인 사람들은 인터넷 같은 ICT가 시민과 정치인， 또 시민들 

서로간의 떤계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전자투표， 전자여론조 

사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좀더 직접적인 형태의 민주적 참여와 대규모의 

토론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믿고 있다. 또 ICT가 현재의 이미지 중심의 정치 

에서 벗어나 정책적 이슈에 관해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양절의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정치 담론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 전망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ICT헥신으로 정보제공 

이 용이해지고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ICT의 발달은 정보 

의 과부하를 낳고 이로 인해 정치적 무관섬과 방관자적 의식이 심화될 수 았 

으며 정보독점과 조작가능성으로 인해 전제정치의 위험성마저 있다고 본다. 

또 시민들이 의사결정과정의 참여자가 아니라 ICT의 소비자로 전락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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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전자민주주의의 전망에 대한 이러한 논의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정 

보화사회의 진행과 함께 섬화되고 있는 정보격차 내지는 정보불평등의 문제 

가 사회적 불평등구조를 강화시킬 위험에 대한 논의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 

져 왔다. 흔히 ‘정보민주주의’란 용어로 포괄되는 이라한 논의는 오늘날 ICT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ICT에 대한 접근과 이용 

은 사회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게다가 이 

러한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는 현 

상을 보이면서 정보격차 문제는 정보화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 

제의 하나로 등장하였고 각 국은 정부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 

을 마련하는 데 부섬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와 정보민주주의는 서로 관련이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나 정책적 측면에서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그 동안 두 

개념이 많은 사람틀에 의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때로는 혼동되어 

사용된 경우도 없지 않았다. 본 논문은 이처럼 전자민주주의와 정보민주주의 

가 개념적으로 상호 구벌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았다고 보고 각각 

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그리고 정책적 구현방식 등을 비교 검토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전자민주주의는 “‘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ICT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그리고 정보민주주의는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정보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 

문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좀 거칠게 단순화시킨다면， 전자민주주의는 

ICT블 민주적 정치과정에 적용하려는 노력 또는 그러한 적용의 결과에 초점 

을 맞추는 다분히 정치학적 시각의 논의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정보민주주 

의는 정보화사회의 진행과 함께 심화되고 있는 정보격차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에 주목하는 다소 사회학적 관점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양자는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다. 특히 최근의 

‘디지털 민주주의’ 주창자들은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을 디지털 민주주의 탐론 

의 일부로 수용하고 있다{예 컨대， Hacker & van Dijk, 2000b; Hague & Loader, 

1999b). 비록 그들의 논의에서 디지털 민주주의의 개념적 정의가 전자민주주 

의에 가깝고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구체적인 지칭을 생략한 

채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의 문제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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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정보민주주의를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정보화사회의 진행과 함께 섬화되고 있는 정보격차 현상에 대 

해 많은 전문가들은 그것이 정보화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문제라고 생각 

한다. 현재의 정보불평등 현상이 지속된다면 전자민주주의의 장래가 결코 밝 

을 수 없으며 오히려 낙관론자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ICT의 발달이 교육수준 

과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민주 

주의가 훼손될 가능성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전자민주주의 주창자들은 ICT의 발달이 시 

민들의 정치과정 참여기회를 증가시키고 정치정보 교환과 토론을 위한 새로 

운 채널을 공급함으로써 ‘강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말하자면 ICT는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의 

기술’인 것이다. 그러나 그 자유의 기술에 접근할 수 없거나 이용할 능력이 없 

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모든 시민이 ICT에 접근할 

수 있고 ICT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 

하다. 정보민주주의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는 그라한 실천적 노력이 없 

다면 전자민주주의의 미래도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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