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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통신연합의 ICT발전지수, 유엔의 전자정부발전지수이다. 분석결과 이들 국제지표들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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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드러났다.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 정보통신분야의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
는 문제, 지표들 간 차별성과 통일성 확보 문제, 국가의 정보통신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지표 구
체화 문제, 그리고 지표 산출 투명성과 원자료의 공개 문제 등에서 보완점이 있다는 결론을 도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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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 사용자 및 스마트폰 보유자의 폭발적인 증가는 정부 입장에게는 새로운 과제와 역
할을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오관석, 2010; Ndou, 2004; Contini & Lanzara, 2009).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수는 현재 21억 1000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웹사이트 수는 15년 현
재 2억 1500만개에 달하며, 스마트폰 보유자는 현재 5억 명 수준이지만 2015년 20억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ITU, 2011a). 국내에서도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3000만명
을 돌파해서, 전 국민의 절반과 경제활동인구의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었다. 정보통신
기술 환경의 변화는 정부에도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도 미래창조과학부
라는 ICT정책 총괄부서를 신설하여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고 있다 (이건 외, 2013)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정부에 요구하는 숙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정보통
신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요구이다
(Yunis et al., 2012; Sein & Harindranath, 2004).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의
경제위기로 전세계 경제는 다시 침체기에 빠졌다. 한국은 정보통신 부문에서의 수출액 증가
등으로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안불사난패후회(安不思難敗後悔)라는 말처럼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반드시
뉘우치게 되어 있다. 경제부문에서 현재 우리가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의 덕을 보고 있는 것
은 20여 년 전에 정부가 올바른 정책방향을 세우고 투자했기 때문이라는 평이 많다(송희준,
2008). 현재 안주하고 있으면 앞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반면, 대규모 투
자가 필요한 정보통신부문의 특성상 민간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발전을 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Frieden, 2005), 과소공급 등의 문제로 인해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
(Sein & Harindranath, 2004). 따라서 정보통신기술 관련 산업이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런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중심이 과거 하드웨어적인 부분
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이동하면서 창의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강정석 외, 2011), 새롭게 들어선 정권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며 “창조경
제”를 강조하고 있다.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으나, 정보통신분야와 관련성이 깊은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부문의 창
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인 것이다.
둘째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내부의 효율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증가시키
는 것이다(Ciborra, 2005; Layne & Lee, 2001).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사회 각 분야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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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으며, 대민서비스 및 정부 자체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은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왕재선, 2013: 2). 이것은 전자정부화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한국 정부가 G4C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및 공
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룸(Porumbescu et al., 2012)과 동시에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국민
들의 기대수준과 요구를 더더욱 증가시키게 되었다는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에는 국민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요자 또는 고객으로 파악하였다면, 이제는 공급자
이면서 생산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정부가 주는 서비스를
받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수준과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정부가 수행해야할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되었다(성도경 외,
2004). 즉,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문제가 이제는 핵심적인 문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
로는 최근 SNS를 통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들이 홍수를 이루게 되면서 시민들의 정
부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조일수, 2009).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으로 정부관련 정보의 생산과 흐름을 증가했음은 물론, 시민들 또한 정보의 생산자이기 때
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앞으로 정부가 정보통신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다양해
진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제는 개인 사용자인 국민들의 정보화 수준 향상과 격차 문제 해소
이다(Norris, 2003). 소위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고 불리는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권리의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박창호, 2003; Cullen,
2001). 특히나 디지털 경제가 계층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주장들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획득, 가공, 처
리해서 새롭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중
요한 역할로 부각되었다(Brynjolfsson, 2002). 우리나라에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1)이
제정되었던 것도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부상한 과제들에 직면하여 현재 정부가 가장
수행해야 하는 작업 중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보는 것이
다. 현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지만 앞으로의 방향을 잘 설계할 수 있다(Hanafizadeh
et al., 2009). 정보통신기술은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국민 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분야로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잘 설계된
지표는 정책 의제 설정, 집행 및 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현실 판단 및 문제점
진단의 기준으로서, 그리고 정책적 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이정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2008년 행정안전부가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이 개정안에 통합･폐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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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정확한 지표의 설정
은 전체 정책 과정의 시작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동안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명성을 이끌었다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과 전자정부에 대한 평가들과 달리, 최근에는 상
반된 의견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가장 빠른 유
무선 네트워크의 기반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최강국으로 발돋움한 데에는 정부
가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성낙일, 2003)가 있는 한편,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
부의 예측 및 대응이 늦었으며 규제와 통제 위주의 정책으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정반대 입장에서의 주장도 존재하고 있다(한세억, 2000; 성지은, 2004). 때로는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을 반영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특히 선거나 조직개편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면 정보통신정책 거버넌스를 논하는
세미나와 포럼이 부쩍 늘어나고, 관련된 언론의 보도도 계속된다. 각종 기관이나 학자들이
갑론을박하면서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과 거버넌스의 공과를 따지면서 바람직한 상을 제시
하려고 한다. 토론과 언론보도가 활발한 가운데 담론이 형성되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 사회
에서 부정적이라 할 수 없으나, 이러한 논의에서 각각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에 대해 그
타당성을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국가경쟁력지수 등 각종 국제 지표 순
위의 등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이들 지표들에 과대한 권위를 부여하여 이
를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문의 국제지수의 순위 변화
를 “ICT 경쟁력 또 떨어졌다”는 식으로 보도2)하면서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
러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각종 지표들의 성격이나 강조점이 어떠하
고 과연 신뢰도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는 것이다. 즉, 국제지표들이 어
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평가하고 있으며, 측정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 국제지표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특징은 무엇이고, 각 지표의 유용성과 한계가 무
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정보통신부문의 국제지표를 활용하거나
설계할 때 추가적으로 무엇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보통신분야 경쟁력의 개념과 측정
1. 정보통신분야 경쟁력의 개념과 차원
2) 예를 들어, ET news 2012년 3월 4일자 기사 "한국이 IT 강국? 그건 착각이었다…"

정보통신분야 경쟁력 국제지표의 비교: 특징, 유용성, 그리고 한계를 중심으로

181

정보통신분야의 경쟁력은 “정보화 성과”, “정보통신기술 발전”, “네트워크 준비도” 등 다
양한 용어로 사용되어져 왔다. 초기에는 개념 구성 및 측정에 관한 논의가 산업의 분류 측
면에서 시작되었고, 점차 국가 및 사회의 정보화 수준 측정이나 사회경제적 영향력, 그리고
정부 측면에서의 거버넌스 효율성 등을 고려하는 논의로 확장되어 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을 처음 주도한 것은 정부 등 공공부문이었으나 이것이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는 과정에
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이러한 현상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려고 하는 관심이 산업
부문에서 먼저 시작되었던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정부부문에 도입하는 전자정부화 논의나
개인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려고 했던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산업 측면에서 측정에
관한 개념틀을 처음 제시한 것은 1998년 OECD가 IT, 통신, 정보 콘텐츠 간의 중첩관계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여 정보통신 산업을 정의한 것으로 이것이 기초가 되었다(남상열 외,
2011). 그리고 이 분류체계는 이후 정보통신 분야 발전과 정보화 성과 등을 개념화하고 측
정할 때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OECD가 1998년에 정의한 분류체계에서는 크게 정
보통신기술과 통신, 정보콘텐츠와의 교차점까지 정보통신 산업으로 포함하였고 교차되지 않
는 정보콘텐츠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2007년에는 정보통신기술 및 콘텐츠/미디어 부문을 모
두 포함해 정보통신 산업을 정의하여 분류체계를 다시 발표하였다. 이것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정보통신 산업의 분류체계(OECD, 20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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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그로 인한 국가/사회적 영향까지 포괄하여 지칭하는 “정보
화” 또는 “정보화 사회”라는 개념이 점차 널리 사용되고 있다(Webster, 2006; 송희준․조택,
2007). Castells(2003)에 따르면 정보화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총체
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으로써 동태적 파악이 필
요한 개념이다. 정보화 및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와 유형화가 존재하는데, 유
사개념으로 전산화, 정보사회화, 전자정부화, 디지털화 등이 있다(정진우, 2013; 정충식,
2009). Webster(2006)는 정보화에 대한 개념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함을 주
장하면서 기술적(technological), 경제적(economic), 직업적(occupational), 공간적(spatial), 그리고
문화적(cultural)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정보화는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
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
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정보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송희준(2008)은 업
무혁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전산화를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환경을 정비하는 과
정으로 정보화를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화의 다양한 개념이 있으나, 김상배(2004),
김현성(2010), 그리고 정진우(2013) 등의 학자들이 그 특징들을 추출한 것을 보면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통해 정부 및 국가/사회 각 분야에서 ‘효율성 증진’을 이루고 ‘가치 창출’을
해나가는 것을 그 주요 요소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문헌에서는 정보화라는 용어가
주로 정부의 역할을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보화의 대상범위 등에 따라 정보화의 층위와 차원을 구분하는 시도들도 있다. 먼저 목
표와 대상범위에 따라 “국가사회정보화”, “전자정부화”, 그리고 “행정정보화”로 정보화 층위
를 나누기도 하는데(정충식, 2009; 정진우, 2013; 정보통신부, 2003), 이것은 <표 1>에 특징
이 설명되어 있다. 국가사회정보화가 국가경쟁력 제고와 개인 삶의 질을 목표로 정부, 기업,
개인 등 국가사회 모든 영역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반면, 전자정부화와 행정정보화는 그것보
다 협의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국가사회정보화의 하위요소라고 볼 수 있다. 행정정보화는 정
부기관 업무 효율화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시스템을 정보화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화는 이를 포함하여 정부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입
법, 사법, 행정 및 전 정부의 영역을 정보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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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사회정보화, 행정정보화, 전자정보화의 비교
행정정보화 <

전자정부화 <

목표

- 각 기관 공통업무의 효율화
- 민원 서비스 개선

- 정부 생산성, 투명성 제고
- 국민참여(민주성) 증진
- 고객지향적 정부서비스

대상

- 중앙정부 공통업무
- 지방자치단체 공통업무

- 입법, 사법, 행정을 포괄하
는 모든 정부영역

국가사회 정보화
- 국가경쟁력 제고
- 개인의 삶의 질 향상
- 개인, 기업, 정부 등 국가사
회 전체 영역

출처: 정보통신부(2003a), 정진우(2013)를 재구성함.

정보화의 층위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정보화의 차원을 다양한 관점에 따라 구성하고 그요
소들이 무엇인지 구분하기도 한다. 김현성(2010)은 정보화를 4가지 관점과 3가지 구성요소
에 따라 구분하여 다차원적인 개념 모형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표 2>와 같다. 4가지 관점
은 각각 기술적 관점, 산업경제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 그리고 정치행정적 관점인데, 인
프라(기술), 기업(산업경제), 개인(사회문화), 그리고 정부(정치행정)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요소별로 볼 때는 인적 요소, 물적요소, 제도적 요소의 차원을 나누고 있다.
<표 2> 정보화 관점에 따른 구성요소
기술적 관점

산업경제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

정치행정적 관점

인적
요소

- 첨단 IT인력 양성,
- 연구개발 강화

- IT 산업인력 양성,
- e-commerce 소비자

-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 건전한 정보문화 계몽
- 정보화홍보

- 프라이버시 보호
- 온라인 시민참여

물적
요소

- 인프라 구축
- 정보통신망 관리
- 시스템개발

- IT산업 육성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 정보콘텐츠 확충,
- 정보접근시설 확대

- 지식정보자원관리,
- 정보화재원,
- 행정 DB 구축

제도적
요소

- 기술표준화
- 정보시스템보안

- 정보시장 활성화
- 지적재산권
- 산업경쟁력 확보

- 정보격차해소
- 정보윤리

- 전자정부 운영
- 정보화 추진체계
- 공공정보공개

출처 : 김현성･권미수(2005); 김현성(2010)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화는 그 개념이 다차원적이고 그 층위도 다른데,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되는 정보화의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점차 확
대되어 온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차원에서의 정보화 개념의 변화를 보면, 1980년대
중반 이전의 정보화 개념은 전산장치를 도입하여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것을 목
표로 ‘행정업무 전산화’의 성격에 국한된 비교적 한정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했
다(정진우, 2013). 이것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공공부문과 산업부문에서의 전자적인 업
무처리와 정보 교환’이라는 의미로 확대되었고,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개개인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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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에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0)이 제시한
정보화 개념의 변천 과정에 따르면, 우선 정보화의 목표 측면에서는 자동화 → 효율화 →
통합화 → 가치창출로 변화해왔고, 정보화 수단 측면에서는 직접적 수단 → 간접적 수단(예
를 들어, 시스템구축 → 시범사업 → 제도개선 → 문화조성 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정보화의 상태로서 정보화의 목표와 범위, 그리고 수단이 결합하여 나타
나는 현상이 있는데, 전자민주주의나 소셜네트워크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정진우,
2013).

2. 정보통신분야 경쟁력의 측정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사회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정보화 수준(성과) 내지는 정보통신 부문의 경쟁력을 측정하고 비교/평가하려는 관심이 자
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Jeskanen-Sundström(2003)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가
져오는 경제 발전을 반영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인적자본
이나 무형자본과 같은 지식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2008년 OECD IT 장관회의3)에서는 인터넷의 경제적 성과분석 등의 필요성이 강
조되었다. 2011년 OECD의 인터넷경제 측정에 관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브레인스토밍이 파
리에서 개최된 당시에는 인터넷경제의 측정을 위한 개념의 정의, 방법론, 통계 자료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각 국가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보화의
발전이 인식되면서 정보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국제기구들은 정보경제를
정의하고 개념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측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정보통신 부문의 경쟁력을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위한 모형과 분석틀이 있
게 된다. 다양한 측정 모형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모형들을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 우선 Jeskanen-Sundström(2003)은 지표적 접근, 신경제적 접근, 지식자본 접근의
세 가지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측정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예로서, 정보화 사
회 측정을 위한 개념적 모형을 제시한 OECD(2007)는 정보통신 분야를 크게 공급과 수요로
나누어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정보사회가 발전한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ICT
인프라와 생산품, 정보 및 콘텐츠 등을 정보사회의 발전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로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의 효과를 측정하는 세부항목으로 측정이 용이한 지표와 측정이 어려
운 지표가 있음을 구분하고 있다. 측정이 용이한 세부지표는 경제적 영향, 긍정적 영향, 단기
적 영향, 직접적 영향, 주관적 측정도구 등으로 분류했다. 반면에 측정이 어려운 지표로는
3) OECD Ministerial Meeting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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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의 사회적 영향, 부정적 영향, 장기적 영향, 간접적 영향, 객관적 측정 등을 분류하였다.
한편 정보통신 분야 지표체계에 있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분석의 틀로 S－곡선, 또는
로지스틱 곡선(logistic curve)을 활용한 모형을 들 수 있다. 원래 기술 확산을 설명하는 모형
인 S－곡선은 정보사회의 발전 정도 측정에 분석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S-곡선 모형은
준비도(readiness), 활용도(intensity), 영향(impact)으로 구성되는데(Carlaw et al., 2007), 준비도
는 기술적, 상업적,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정도를, 활용도는 이용정도 또는 유용성 등을, 영
향은 잠재적 부가가치를 의미한다(남상열 외, 2011). Davis(2003)도 S- 곡선을 주요 분석틀로
활용하여 전자상거래 발전정도를 측정했는데, 향후 통계를 구축할 때 통계의 통계구축 자금
의 확보, 데이터의 신뢰도, 방법론, 데이터의 시의적절성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남상열 외, 2011).
그러나 데이터 수집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분석틀과 기준들을 그대로 가지고 통계 자
료를 구축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어, 남상열 외(2011)에 따르면 ICT 발전
에 의한 생산성 증가 분석을 위해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환가지수(price deflators)를 적용한
가중치(value added)와 불변가격산출(production in constant prices)의 시계열데이터가 필요한
데, OECD는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으로 분류가 가능한 항목에만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
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민계정으로 분류가 어렵지만 생산성 증가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가별로 활용하는 디플레이터(deflators)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데이터를 비교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며, 보건, 보험, 금
융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분야 산출물은 직접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생산
성의 측정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이것은 비단 생산성 증가 측면 뿐 아니라 다양한 모
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부문의 발전정도 측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어려움들이다.
이러한 어려움 외에도 측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한계들이 가로막게 된다. 즉, 실제로 학자들
이나 국제기구 등이 제시하고 있는 측정모형과 분석틀을 그대로 적용하여 지수를 산출하기
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국제지표들은 분석틀은 활용하되 이들의 일
부 측면에서만 초점을 두고 지수를 산출해 거나 대리변수 또는 간접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그리고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와 체계적인 분석틀, 구체적인 측정지표 등 여러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지수의 개발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기여할 수 있으나,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을 분석할 때는 측정
방법 및 분석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측정결과를 해석할 때 해당 지수가
어떤 요소와 관점을 고려해 측정한 것인지 이해하고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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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정보화 성과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개념을 포괄하여 “정보통신
분야 경쟁력”이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단, 국제지표를 분석할 것이므로, 각 지표나 분석틀
중에서도 국가 단위의 비교에 초점을 맞춘 것들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적
측면이나 기술적 공학적 측면에 치우친 지표들을 분석하기보다는 보다 포괄적이고 거버넌
스와 관련이 깊은 국제지표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Ⅲ. 정보통신분야 국제 지표들의 내용과 특성
정보통신의 발전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자, 전술한 바
와 같이 국제사회는 각국의 정보화 정도를 측정하고 비교하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개념적 분석틀을 제시는 것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이것을 지수화하여 발표하
는 것으로 발전하였는데, 특히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많은 보고서들과 지표들이 소개되었
다.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해도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 지수, 국제통신연합
(ITU)의 ICT발전지수, 유엔(United Nations)의 전자정부지수, 이코노미스트(EIU)의 디지털 경
제 지수가 있고, 그 외에도 세계은행의 지식경제지수(KEI), UNCTAD 의 ICT 지수, IDC의
정보사회지수, UNPAN의 전자 준비도 지수, Orbicom-UNESCO의 Infostates, IMD의 세계 경
쟁력 지수 중 기술적 인프라와 과학 인프라 부문 경쟁력 지수, UNDP의 기술획득지수(TAI)
등 매우 다양하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특정 시기에 한시적으로 발표되었다가 이후 다른 지
표체계에 흡수된 것들도 있다. 또 각 지표들이 독립적으로 데이터 생산이나 수집을 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공유되어 이들을 전혀 다른 지표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주요 지표들이 데이터의 출처로 사용되는 것들은 <표 3>에 나오는 기관들에서 발표하
는 자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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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국제지표들의 데이터 출처
주요 지표들의 출처

웹사이트

ITU

www.itu.int

UN Public Ad
ministration Programme

http://www2.unpan.org/egovkb/egovern
ment_overview/ereadiness.htm

UNCTAD: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http://measuring-ict.unctad.org

Research ICT Africa! (RIA!)

http://www.researchictafrica.net

IDC: Information Society Index

http://www.idc.com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ttp://www.oecd.org

World Bank (WB): Information & Communications for
Development (IC4D) - Global Trends and Policies

http://www.worldbank.org

IMD World Competitiveness -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Scientific Infrastructure

http://www.imd.org

World Bank (WB):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www.worldbank.org

WEF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http://www.weforum.org/issues/global-inf
ormation-technology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Indicators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Digitaleconomyrankings

http://mdgs.un.org
http://www.eiu.com

Informa Telecoms & Media

http://www.informatandm.com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LaborSta database

http://www.ilo.org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여러 국제지표들 중에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발표되고, 다양한 측
면들의 요소들을 아우르면서 비교의 기본단위를 국가로 삼고 있는 지표들이다. 대표적으로
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 지수, 국제통신연합(ITU)의 ICT발전지수, 유엔
(United Nations)의 전자정부지수, 이코노미스트(EIU)의 디지털 경제 지수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가지의 특징을 비교분석하면서 각각의 유용성 및
한계를 논하고자 한다.

1. 이코노미스트(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의 디지털 경제 지수
이코노미스트(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4)는 2000년부터 IBM사의 의뢰로 70개 국가
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2009년까지는 ‘전자준비도 지수(e-readiness raking)'라
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나 2010년부터 ’디지털 경제 지수’로 변경, 경제와 사회 부문에 증
4)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는 영국의 시사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사의 계열사로
서 국가별 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정평이 있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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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의 대표적 국제 지표 중
에서도 가장 오래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 지수는 약 100개 이상의 정량적, 정성적 측정 지표들(39개의 측정지표 및 82
개의 하위 측정지표)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은 연결성 및 기술 인프라, 사회문화적 환경,
기업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법적 환경, 정부 정책 및 비전의 여섯 개의 주요한 범주로 분
류된다. 첫 번째 기준인 ‘연결성과 기술 인프라’(가중치 20%)는 개인이나 기업이 인터넷 및
무선연결망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 신뢰성 및 안정성 등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 그리고 정
보통신 기술 가격의 적정 수준에 대한 지표로 구성된다. 이 지표는 브로드밴드 통신망, 브
로드밴드 통신망 서비스 질, 브로드밴드 부담 가능성, 모바일 통신망, 무선 통신의 질, 인터
넷 사용자, 국제적인 인터넷 망 넓이, 인터넷 안정성 등에 의해 측정된다.
두 번째 기준인 ‘기업 환경’(가중치 15%)은 일반적인 기업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서 각 나
라의 교역 상대국으로서의 매력도와 2009∼2013년까지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매력도를 평가
하는 지표로 구성된다. 경제적 강점, 정치적인 안정성, 세금, 경쟁 정책, 노동 시장 및 거래
와 투자에 대한 개방성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 지표는 전반적인 정
치 환경, 거시 경제 환경, 시장 기회, 사기업에 대한 정책, 외국인 투자정책, 외국 거래와 교
환 제도, 세금 제도, 금융, 노동 시장 정책 등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하위 지표의 측정은 같
은 비중으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 기준인 ‘사회 문화적 환경’(가중치 15%) 국민의 웹 리터러시(web literacy)를 고려
한다. 인터넷 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기술적 능력은
정보통신기술의 어플리케이션에 친숙한 정도와 학교와 정부가 정보통신기술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정도 등에 의해 평가된다. 그리고 사회가 지적 재산이나 새로운 제품, 산업 등을
생산하는 창조적 비즈니스를 얼마나 촉진･육성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포함한다. 이 지표는
교육 수준을 측정하는 의무 교육 기간, 혁신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업가 정신, 노동자
의 기술 수준, 연구 개발 투자 금액 등의 하위 지표를 포함한다.
네 번째 기준은 ‘법적 환경’(가중치 10%)이다. 온라인 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 구조와
온라인 공간을 관할로 둔 구체적인 법이 온라인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래가 일어나
는 인터넷 공간과 정보를 알려주는 기술의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법이기 때문
이다. 네 번째 주요 기준은 바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법적 환경은 전통적인
법구조의 효과성, 인터넷 관련 법률, 검열의 수준, 새로운 기업의 등록의 용이함, 전자 ID
등이 있다. 정부는 인터넷 공간에 적절한 법적 구조를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설정해야할 의
무가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 온라인 범죄, 스팸 등에 대한 법적인
접근과, 인터넷 남용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법 규범에 해당한다. 잘 준비된 정보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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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간 기업이나 국가가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곳이며, 또한 인터넷을 통한 자
유로운 의사소통에 대해 국가가 거의 간섭하지 않는 곳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다섯 번째 기준인 ‘정부의 정책 및 비전’(가중치 15%)은 정부의 미래 디지털 사회 선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이다. 민간에게 효율성 창출을 위한 기술의 사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로드맵을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자체가 정보통
신기술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정부가 정보통신 기술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자하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이 카테고리는 또한 개인과 기업이 온라인으로 공공 서비스에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자신의
문제를 공무원과 상담할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한
다. 정부가 정보통신기술에 투자하는 GDP 당 지출 비용, 정부의 정보통신기술 발전 전략,
전자정부 전략, 온라인 조달, 시민과 기업의 온라인 공공 서비스 이용 정도, 전자 참여
(e-participation) 등이 지표로 활용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준은 ‘소비자와 기업의 활용 능력’(가중치 25%)이다. 기업 및 소비자
가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개인이 사용하는 인터넷의 특징과 정도
및 범위, 이들의 온라인 구매 활동,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이용 정도 등
에 주목했다. 이 범주는 개인별 정보통신기술 이용 비용, 온라인 비즈니스 발전 수준, 소비
자의 인터넷 사용, 개인의 인터넷 사용 범위 및 구매 행위에 대한 평가, 시민과 기업에 의
한 온라인 공공서비스 사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4> 디지털경제지수 항목별 상위권 국가들 (2010년)
순위

종합점수

연결성 및
기술 인프라

기업 환경

1

스웨덴
(8.49)
덴마크
(8.41)
미국
(8.41)

스웨덴 (8.20)
네덜란드
(8.05)
핀란드
(8.0)

홍콩
(8.40)
캐나다
(8.44)
스위스
(8.33)

사회/문화적
환경
미국
(9.0)
대한민국
(8.8)
뉴질랜드
(8.6)

4

핀란드
(8.36)

노르웨이
(7.95)

핀란드
(8.30)

호주
(8.53)

5

네덜란드
(8.36)
대한민국
12위(7.94)

대한민국
(7.9)

덴마크
(8.18)
대한민국
25위 (7.32)

스웨덴
(8.53)

2
3

법적환경
홍콩
(9.0)
싱가포르
(8.7)
호주
(8.5)
네덜란드/뉴
질랜드/오스
트리아/벨기
에/이탈리아
(8.45)
대한민국
26위

정부정책
및 비전
미국
(9.25)
대한민국
(9.2)
홍콩
(9.18)

소비자/기업의
활용능력
네덜란드
(9.0)

싱가포르
(9.13)

핀란드
(8.85)

스웨덴
(8.9)

스웨덴
(8.75)
대한민국
23위(7.18)

덴마크
노르웨이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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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는 총 10점 만점으로, 2010년도 디지털 경제지수 상위권 국가는 1위 스웨덴(8.49)을
시작으로 덴마크(8.41), 미국(8.41), 핀란드(8.36), 네덜란드(8.36), 노르웨이(8.24), 홍콩(8.22),
싱가포르(8.22), 오스트레일리아(8.21), 10위 뉴질랜드(8.07)이다. <표 4>와 같이 대한민국은
7.94점으로 전체 순위에서 12위에 올랐다.

2. 국제통신연합(ITU)의 ICT발전지수
국제통신연합(ITU)의 ICT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는 여러 국가 간 정보통신
개발 정도를 11개의 지수로 측정하고 있다. ITU 회원국들이 자국의 정보통신 발전 수준을
정기적으로 비교･점검하기 위해 개발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이 지표는 2008년 개발되어
2009년 발간된 ‘정보사회 측정하기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ITU가 과거 탐색적인 수준에서 개발, 발표했던 디지털기회지수(Digital Opportunity Index:
DOI)와 디지털 접근 지수(Digital Access Index: DAI)를 통합하여 단일화한 것이 ICT 발전지
수이다. 측정대상 및 주요 목표는 첫째, 정보통신의 ‘수준’과 ‘진화’ 측면에서 타 국가에 비
해 해당 국가가 발전한 정도를 측정하고, 둘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정보통신 개발 정도
측정을 통해 전세계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감지하며, 셋째, ‘정보 격
차 (digital divide)' 파악을 통한 수준의 차이를 이해하고, 넷째, 해당 국가의 가용 자원과 능
력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 잠재력과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ITU, 2011b).
ITU는 특히 개발도상국이 지식기반(knowledge-based)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 ICT발전
지수의 지표로서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는 다음의 3단계로 나누어 이
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ICT 준비성 (readiness)으로 ICT 네트워크 인프라
수준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ICT 강도 (intensity)로서 해당 국가 내지는 사회 의 ICT 이용
수준을 말한다. 세 번째는 ICT 영향 (impact)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ICT 이용 결과
(output)를 의미한다. 이것은 앞서 분석틀 설명에서 논의한 대로 S-curve 모형이 측정 지표의
체계에 반영된 예이다.
각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수준과 해당 국가 및 사회가 정
보통신 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ICT
접근성 (access)’을 나타내고 두 번 째 단계는 ‘ICT 활용 (use)’을 나타낸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갈수록 ‘ICT 기술(skill)’이 더욱 더 중요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ICT 네트워크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
한 잠재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이를 활용한 이익의 창출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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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면 경제 발전은 잠재력 이상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ICT 발전지수는
이러한 이용의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분석틀에 근거하여 세 가지 하위 지
수5)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각 지표들을 측정하고 있다.
(1) ‘접근(access)’ 지수 : ICT 준비도(readiness)를 파악하기 위한 지수로서, 유선전화, 무선
전화, 국제 인터넷 주파수 대역폭, 컴퓨터 소지 가구 수, 인터넷 가능 가구 수를 측정
지표로 한다.
(2) ‘활용(use)’ 지수 : ICT 강도(intensity)를 파악하기 위한 지수로서, 인터넷 사용자 수,
유선 브로드밴드,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측정지표로 한다.
(3) ‘기술(skills)’ 지수 : ICT 능력과 기술을 투입 요소로 보고 이를 파악하고자 성인 문해
율, 전체 초등교육 및 고등교육 교육률을 측정지표로 한다.
이러한 각각의 지수 측정을 위해 ITU는 정보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요시되는 요소
들을 반영했다고 한다.6) 그러므로 하위 지수들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시간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 발전 및 이용 가능한 데이터 증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 IDI에서 수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지표를 선정하는 데에는 ICT 발전지수의 주요 개념틀과 목표와의 관련성, ICT 분야의 역
동성(dynamic nature)에 의한 데이터 이용가능성의 변동과 데이터 질, 다양한 통계적 분석의
결과가 고려되었다고 밝히고 있다.7) 이렇게 선정된 지표는 기본적인 방법론 측면의 경우
초창기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매년 부분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8) 데이터의 수집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지수를 산출해 낸다.

5)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는 처음에 20개의 지표가 고려되었으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측정
및 수집 가능한 지표들로 구성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CA)을 통해 최종 11개의 지표로 축소하였다.
6) IDI는 ITU 회원국과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하여 ICT 요금바스켓(ICT price basket)을 산출, 이를 각국
의 ICT 관련 분야의 가격 평가 기반으로 쓰이게 하였다.
7) ITU는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IDI에 포함할 지표와 항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주요한 내용은 수요 측면의 ‘서비스 가입자 수’를 해당국의 설문조사에 기초한 데이터로 대체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여러 SIM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등 중복 통계 문제의 해결을 기
대하고 있다. 또한 무선 브로드밴드 관련 데이터 또한 현재 주요 논의 대상이다.
8) 2008년부터는 각국이 이전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 재검토된 데이터가 이용되었고 국제 인터넷 주
파수 대역폭에 대한 내용도 수정되었으며, 정기적으로 보완되는 UNDP의 인구 정보가 반영되었다.
잠재 이용률까지 포함했던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경우 현재는 활발히 이용 중인 (in active use)
가입자만 포함하였고, 159개국이었던 분석대상은 152개국으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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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준비 : 결측값(missing value)을 다양한 통계적 방법9)으로 보완한다.
(2) 데이터 정규화 (normalization) : 각 항목의 값들을 정규화하여 상이한 국가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정규화는 기준점(reference measure/goal post)과 해당 값의 차이를 이용
한다.
(3) 데이터 스케일 조정(re-scaling) : 데이터는 비교가 가능하도록 1-10 값으로 조정되어
지표 및 하위 지수에 이용된다.
(4) 가중치 반영(weighting) : 가중도에 따라 지수 및 각 항목에 가중치가 반영된다.
국제통신연합에서는 지수 산출 결과를 담은 ICT 발전수준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발
전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시적 공시적 비교분석도 제공한다. 2008년과 2010년 사
이 전체 152개국 모두 ICT 발전지수가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가 정보 사회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전반적인 평균값은 3.62에서 4.08로 0.46 증가하였다.
2002-2007년에는 ‘접근’ 항목이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7-2008년 자료에서는 ‘접
근’과 ‘활용’ 항목 모두 동일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후 2008년-2010년 자료에 따르면 ‘활
용’ 항목이 ‘접근’ 항목의 상승을 압도하였다. 반면, ‘기술’ 항목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표 5> ICT 발전지수의 시기별 비교
2008년

2010년

평균

최소-최대

평균

최소-최대

2010년/2008년
차이

종합점수

3.62

0.79-7.80

4.08

0.83-8.40

0.46

접근 항목

4.05

0.80-8.77

4.53

0.87-9.06

0.48

활용 항목

1.75

0.01-6.92

2.37

0.01-7.85

0.62

기술 항목

6.49

1.36-9.80

6.58

1.44-9.89

0.09

<표 5>의 2010년 종합점수 최소값-최대값이 0.83에서 8.40에 이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ICT 발전 정도는 국가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기술’의 하위 지수는 이전에 비하여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으나 주목할 만한 것은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차이가 세 항목 중 가장
크다는 점이다. ICT 발전지수의 종합점수에서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이 1위에
위치하고 있다.

9) Hot deck 대체방법(hot deck imputation)은 ICT 접근성과 ICT 이용도 지표에 사용할 데이터에 결측치
(missing value)가 있을 경우 이용한 방법으로, 해당 국가와 비슷한 속성(1인당 국민소득, 지리적 위치
등)의 다른 국가의 통계자료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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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ICT 발전지수 항목별 상위권 국가들
순위

종합점수

접근

활용

기술

1

대한민국 (8.4)

홍콩, 중국 (9.06)

대한민국 (7.85)

핀란드 (9.89)

2

스웨덴 (8.23)

아이슬란드 (8.91)

스웨덴 (7.55)

대한민국 (9.89)

3

아이슬란드 (8.06)

룩셈부르크 (8.8)

룩셈부르크 (7.24)

슬로베니아 (9.76)

4

덴마크 (7.97)

스웨덴 (8.7)

핀란드 (7.11)

쿠바 (9.64)

5

핀란드 (7.87)

독일 (8.57)

일본 (7.08)

그리스 (9.59)

대한민국 10위(8.21)

3. 유엔(United Nations)의 전자정부발전지수
유엔(United Nations)의 Public Administration Programme(UNPAN)에서는 2003년부터 전자정
부지수를 발표해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정부서비스의 효율성과 효능감을 증진시
키고 정부와 정부 간(Government to Government: G2G), 정부와 기업 간(Government to
Business: G2B), 정부와 시민 간 (Government to Citizen: G2C) 소통과 상호작용을 활성화시
키는 것으로 전자정부화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수가 개발, 체계화되었다. 2003년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
부화가 단순히 각국의 준비도와의 관련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인프라와 인적자본의
발달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지수는 크게 전자
정부발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로 구성되며 각 하위 지수는 또 다시 각각의 하위 측정 항
목으로 나누어진다.
1) 전자정부발전지수
전자정부 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는 세계 192개 UN 가입국을 3개의
하위 지수(온라인 서비스 지수, 정보 통신 인프라 지수, 인적자본 지수)를 이용하여 종합적
으로 평가하는 지표이다. 한 국가 정부의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한 공공 서비스 전달 능력과
의지를 측정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UN의 “E-government survey 2012”에서 발표한 전자정
부 발전지수의 종합 순위(<표 7>)를 보면 한국(0.9283), 네덜란드(0.9125), 영국(0.8960), 덴마
크(0.8889), 미국(0.8687)등이 각각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12:
11).
전자정부발전지수의 하위 지수 중 첫 번째는 온라인서비스(online service) 발전지수이다.
이것은 정부 포탈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이다. 온
라인 서비스 발전 지수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높이고, 정책을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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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집행하는데 정보통신 기술이 이용될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UN은 이를 평가하기 위해 각 국의 정부 포털 사이트, 건강, 금융, 사회 복지, 환경 등과 관
련한 정부 웹사이트의 내용과 웹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 대상으로 한다.
또한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자 정부 발전 단계에 대응하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에 여
부에 대한 계량적 평가도 평가의 내용이다. 첫 번째는 착수(Emerging)단계인데, 법령이나 정
책 등의 정보를 일방향적(one-way)으로 제공하는 기초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의 발전 단계를
말한다. 두 번째는 발전(Enhanced) 단계인데 법, 제도, 정책, 보고서 등 정보에 대해 발전된
수준이 일방향적으로 제공되거나, 시민이 직접 공문서나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할 수 있
게 된다. 세 번째는 정부-시민 간 쌍방향 상호작용이 가능한 전자거래(transactional)의 단계
로, 시민들은 정부 정책이나 법령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요청할 수 있고 요청 사항의 진행
상태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
막 단계는 가장 성숙한 단계를 의미하는 통합처리(Connected) 단계로, G2G, G2C, C2G 등
어떤 주체 간의 어떤 복잡한 상호작용이라도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한 단계이다. 온라인 서
비스 지수는 대한민국(1.0), 미국(1.0) 싱가포르(1.0), 영국(0.97) 및 네덜란드(0.96)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두 번째 하위 지수는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로서 정보통신 기술 관련 기반 인프라 수준을
측정한다.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를 산출하는 지표들은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인구
100명당 고정 전화선 수, 인구 100명당 무선 통신 가입자수, 인구 100명당 고정 인터넷 가
입자수, 인구 100명당 고정 광대역 통신망 설치수 등이다. 이 지표들은 전자 정부의 선행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잘 구축되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부분
에서는 1위부터 5위까지 차례로 리히텐슈테인(1.0) 모나코(0.94), 스위스 (0.88), 아이스랜드
(0.88) 및 룩셈브르크(0.86)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상위권 국가들은 인구가 매우 적은 국
가들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본 지수(The human capital index)는 해당 국가의 인적자본의 질을 평가
하는 지수이다. 인적자본 지수의 평가 기준은, 정보통신 기술과 전자정부를 국민들이 활용
할 수 있는 지 그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자정부의 실효성과 관련이 깊다. 인적자본 지
수는 성인 문해율(adult literacy rate)과 총 취학율(gross enrolment)을 정규화 시키고 2:1의 가
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다. 인적자본 지수에서 상위권 국가들은 오스트레일리아(1.0), 뉴질랜
드(0.998), 쿠바(0.97), 대한민국(0.96) 및 아이슬란드(0.95)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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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전자정부지수 상위권 국가
순위

Total

온라인서비스

통신 인프라

인적자본

1

대한민국 (0.9283)

대한민국 (1.0)

리히텐슈타인 (1.0)

오스트리아 (1.0)

2

네덜란드 (0.9125)

싱가포르 (1.0)

모나코 (0.9370)

뉴질랜드 (0.9982)

3

영국 (0.8960)

미국 (1.0)

스위스 (0.8782)

쿠바 (0.9684)

4

덴마크 (0.8889)

영국 (0.9739)

아이슬란드 (0.8772)

북한 (0.9560)

5

미국 (0.8687)

네덜란드 (0.9608)

룩셈부르크 (0.8644)

아이슬란드 (0.9535)

대한민국 7위(0.8356)

대한민국 6위(0.9494)

주: 2006년 이후 부터 격년 주기, 2006년에는 UN에서 전자정부지수를 평가하지 않음. 2002∼2005(191개국),
2008∼2010(192개국), 2012(193개국)

2) 온라인 참여 지수
해당 국가의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지에 관해 공공서비스
제공자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전자정부 발전지수라면, 온라인 참여 지수는 전자정부가
시민들을 정부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얼마나 유도하는지에 대해 수요자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수는 시민의 실질적 참여와 정부의 대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양방향성을 강조하는 온라인서비스 발전지수의 마지막 단계, 통합 처리(Connected)
단계와 관련이 깊다. 온라인 참여 지수는 다음의 세 가지 범위로 측정된다 - 전자정보공유
(e-information sharing), 온라인 정책 참여(e-consultation) 및 온라인 정책 결정(e-decision
making). 전자정보공유는 시민들이 정부기관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보 제공 수준을 측정한다. 온라인 정책 참여(e-consultation)는 시민들의 직접
정책과정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시민 간 양방향 의사소통에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이다. 온라인 정책 결정(e-decision making)은 정보통신 기술의 정책 결정 과정
에서의 활용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이처럼 온라인 참여 지수는 정보통신 기술이 한 국
가의 정책 과정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지에 그 상대적 위치를 반영하
는 지표이다. UN의 전자 정부 설문조사(e-government 2012)는 온라인 참여에 대한 평가가
단지 한 나라의 현재 상태를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시민과 정
부 사이의 상호 작용을 촉진시키는데 얼마나 다르게 온라인 툴(tool)들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온라인 참여 지수는 총점 1.0의 네덜란드와
대한민국이 공동 1위이며, 0.9474의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가 공동 2위, 영국과 미국이

0.9211로 3위를 차지했다. 지수별 한국의 순위 변화 추세는 부록의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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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 지수
네트워크 준비 지수는 개인, 기업, 정부의 정보기술 발전도와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측정
하여 세계경제포럼(WEF)과 유럽경영대학원(INSEAD)이 공동 발표하는 지표이다. 세계경제포
럼은 2001년부터 세계정보기술보고서(GITR)을 발행해왔으며, 네트워크 준비 지수를 개발해
이 보고서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네트워크 준비 지수는 환경, 준비, 활용, 영향의 4개의
하위 지표로 구성된다. 또한 네 개의 하위 지표들은 10개의 축(pillar)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축은 총 53개의 요소들로 측정된다. 정보통신기술이 혁신을 통하여 경제, 사회 등 사회
의 각 부문에 미치는 변혁적인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2012년부터는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 항목을 추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첫 번째 하위 지표인 환경(environment)은 18개 변수로 측정되는 2개의 하위 축으로 구성
된다. 환경 지표는 한 나라의 정치, 규제적 환경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얼마나 우호적인지
를 평가하려는 지표이다. 정보통신기술에 우호적인 환경은 기술이 경제성장 등 국가적인 경
쟁력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이라는 논리로 지표체계에 포함시킨 것이
다. 이 중 ‘정치 규제적 환경’ 축은 ICT 영역과 관련한 법적･규제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기업 혁신 환경’ 축은 기업가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거나 기업 친화적인 시
장 환경에 관한 것이다. ‘정치 규제적 환경’은 입법부의 효율성, 정보통신기술 관련 법률, 사
법부 독립성 등 9개 변수로, ‘기업 혁신 환경’은 첨단기술의 이용 가능성(availability of latest
tech), 총 조세 수입 등 역시 9개의 변수로 측정된다.
두 번째 하위 지표인 사회의 준비(readiness)는 3개의 축과 12개의 변수로 측정되었다. 이
는 어떤 국가가 정보통신기술 기반 구조를 잘 구축하고 있으며 디지털 컨텐츠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인프라와 디지털 컨텐츠’ 축은 해당 국가의 정보통신정
책의 저변을 측정하고자 전기 생산, 무선 통신망 커버리지 비율 등을 변수로 가진다. ‘부담
가능성(affordability)’ 축은 일반 시민들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해 광
대역 통신망 등에 접근할 때 드는 비용 등으로 측정하는 지표이다. 마지막 축인 ‘기술(skill)’
은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 제도의 질, 수학 과학 교육의 질 등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세 번째 하위 지표인 활용(usage) 지표는 개인, 기업, 정부 등 주요 사회 관점들의 개별적
인 노력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이 지표들은 개인, 기업, 정부의 모바일 폰 사용율, 인터넷
사용자 수, 기업 차원에서의 혁신 능력, 비즈니스 인터넷 사용 정도, 전자 정부 서비스 지표
등 총 15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및 확산 수준을 측정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하위 지표인 ‘영향(impact)’은 정보통신기술 그 자체를 비롯하여 해당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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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경쟁력 및 복지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사회적인 전반적 영향을 측정하며 2개의 축과 8
개의 측정지표로 구성된다. 영향 항목은 2012년에 처음으로 지표체계에 포함되어 측정되었
다. 첫 번째 축인 경제부문(economic impacts)은 새로운 상품과 공급과정에의 영향, 새로운
조직 모델에의 영향, 정보통신기술관련 특허 수 등으로 측정된다. 두 번째 사회적 영향
(social impacts) 축은 기본적인 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영향,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근성, 정
부의 효율성, 전자 시민참여 등의 요소 등으로 측정된다.
<표 8>에서 나타나듯이 네트워크 준비 지수 순위는 대체로 주요 선진국들이 상위권을 차
지하고 있다.10) 특히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인접 국가들이 모두 10위
권 내의 순위를 차지한 것이 특징이다. 네트워크 준비 지수의 1위부터 5위까지는 스웨덴,
싱가포르,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순이고, 환경부문 1위부터 5위까지는 싱가포르,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순, 준비 지표는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미국 순이다.
활용 지표에 있어서는 스웨덴, 한국, 덴마크, 핀란드, 싱가포르 순으로, 영향력 지표는 싱가
포르, 스웨덴, 대만과 중국, 한국, 네덜란드 순으로 상위권을 구성하고 있다.
<표 8>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 항목별 상위권 국가
순위

종합점수

환경

준비

활용

영향

1

스웨덴 (5.94)

싱가포르 (5.73)

아이슬란드(6.52)

스웨덴 (5.92)

싱가포르 (6.03)

2

싱가포르 (5.86)

핀란드 (5.56)

핀란드 (6.50)

대한민국 (5.84)

스웨덴 (5.9)

3

필리핀 (5.81)

스웨덴 (5.51)

스웨덴 (6.44)

덴마크 (5.77)

대만, 중국(5.78)

4

노르웨이 (5.70)

뉴질랜드 (5.48)

캐나다 (6,35)

핀란드 (5.66)

대한민국 (5.76)

5

스위스 (5.61)

덴마크 (5.44)

미국 (6.26)

싱가포르 (5.60)

네덜란드 (5.64)

대한민국
12위 (5.47)

대한민국
35위 (4.63)

대한민국
24위 (5.64)

10) WEF에서는 기존의 이러한 지표들을 연속성 있게 발표하여 역사적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각
종 보고서 등을 통해 지표를 보안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WEF에서 출간
한 Global IT report 2012라는 보고서의 Maximizing the impact of digitization에서는 전자화
(digitalization)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지수(digitalization score)를 고안, 각국의 정
보화 수준을 진단하고 정보화 수준을 4가지 성장단계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화 수준
의 각 성장 단계에 맞추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것이 정책의 영향을 극대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자화 단계는 유비쿼터스 환경, 부담능력, 신뢰도, 속도, 유용성, 기술 등 6
개의 핵심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WEF는 150개국의 전자화정도를 조사하고 점수를 계산하여
이들 국가들의 성장 수준을 제약(constrained), 성장(emerging), 이행(transitional), 선진화(advanced)의 4
단계로 구분하였다. 성숙 단계에 있는 나라들은 핀란드, 스웨덴, 영국, 일본, 덴마크, 이스라엘, 캐나
다, 대만과 중국, 룩셈부르크, 미국, 스위스, 홍콩, 한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인데 이들 나라에서
전자화가 가장 고도로 발달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시계열적인 추세도 다루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자화(digitalization)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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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표들의 비교 분석
1. 비교 분석의 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분야는 개념화와 차원 구성을 위한 다
양한 관점 및 구성요소 구분을 위한 개념 모형이 제시되거나, 또는 측정을 위한 모형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 모형 및 측정 모형들을 활용하여 위의 4가지 국
제 지표들을 분석, 각각의 특징들을 비교해볼 것이다.
먼저 김현성(2010)이 제시한 다차원적 구성의 개념 모형(<표 2>)을 활용하여 4가지 국제
지표들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들이 각각 어떤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지표들인지, 어떤 요소
들이 포함된 지표들인지 살펴볼 것이다. 즉, 각각의 지표에 포함된 하위 지표들 하나하나가
기술적 관점이 반영된 지표인지 산업경제적 관점이 반영된 지표인지, 또는 인적요소를 반영
하기 위한 지표인지 제도적 요소를 반영하지 위한 지표인지 평가하여 4가지 국제지표 각각
관점별 구성비와 요소별 구성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그림 2> 정보화 영향의 측정 모형 – OECD(2007)

다음으로 OECD(2007)가 정보화 사회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모형에서는 <그림 2>와 같
이 수요 차원의 영향을 공급 차원의 영향과 구분하고 있다. 즉, 수요 차원에 따라 정보사회
가 발전하는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가지 각 국제지표들
이 어떤 수요 차원을 측정하는 하위 지표들로 구성된 것인지 분석할 것이다. 즉, 비즈니스
수요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 지표는 전제 지표 중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또는 정부 수
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구성비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또한 OECD(200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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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이 용이한 영역과 측정이 어려운 영역의 세부 지표들로 분류했던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서도 각 지표들이 측정이 비교적 쉬운 정량 지표에 해당하는 하위 지표들의 구성비 및 정
성적인 성격의 하위 지표들의 구성비를 각각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틀로 활용할
개념 및 측정 모형에 따른 각 지표의 구성비 영역은 <표 9>와 같다.
<표 9> 분석틀
분석기준
개
념
측
정

관점

각 지표의 구성비 영역
기술적 관점

산업경제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

정치행정적 관점

요소

인적요소

물적요소

제도적요소

사용
주체

비지니스

가계/개인

정부

측정
방법

정량

정성

위와 같이 각 지표들이 관점별, 요소별, 사용주체별, 측정방법별 구성비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첫째, 대표적 국
제지표들이 어떤 관점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 지표들인지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
는 국제지표가 산업경제적 관점이 상당수 반영된 하위지표들로 구성되어 측정되고 있는데,
이 지표에 따른 평가 순위를 가지고 정부의 전자정부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대표적 국제지표들이 어떤 요소들을 주로 평가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다. 인적 요소를 평가하는 하위지표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지표로 정보화를 촉진
하기 위한 해당 국가의 제도적 측면을 설명할 수는 없으나, 실제 지표의 활용에서는 하위지
표들의 성격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소별 구성비를 산출하
는 작업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셋째, 정보통신을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점이
반영된 지표들의 구성비를 확인함으로써 어느 섹터에서 어떤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
절한지에 대한 판단의 준거를 제공할 수 있다. 하위지표들이 정부의 정보화 활용 여부를 주
로 측정한 국제지표라면, 이 지표의 순위를 근거로 기업 활동에 활용할 정보화 인프라의 수
준을 가늠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 측정방법에 따른 구성비를 통해 해당 지표
전체의 성격을 추측할 수 있다.

2. 각 지표 특징의 비교 분석
앞서 살펴 본 네 가지 국제지표들은 서로 공유하는 유사점들도, 각각의 특징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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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각의 특징들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우선 발행연도를 보면 2000년 시작
된 이코노트미스트(EIU)의 디지털 경제지수가 가장 오래되었고, 2008년에 발행되기 시작한
국제통신연합(ITU)의 ICT발전지수가 가장 최근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 세계경
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와 유엔(UN)의 전자정부발전지수는 각각 2001년과
2003년부터 발행이 시작되었다.
<표 10> 대표적인 국제지표들의 비교

발행년도
발행기관
강조된
관점

디지털경제지수

ICT발전지수

전자정부발전지수

2000년-현재
이코노미스트(EIU)

2008년-현재
국제통신연합(ITU)

2003년-현재
유엔(UN)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
2001년-현재
세계경제포럼(WEF)

기업

개인

정부

개인, 정부, 기업

평가
하위
항목

(1) 연결성과
정보인프라
(2) 기업 환경
(3) 사회문화 환경
(4) 법적 환경
(5) 정부정책과
비전
(6) 소비자/비즈니스
활용

특징

ICT분야 시장현황과
디지털 경제 환경 등
산업적 경제적 측면
에 초점을 맞추고 있
음

경성지표만을 활용하
였고 지표체계도 단
순함. 시계열적 비교
분석에 용이함

정부입장에서의 ICT
활용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경성지표보다
는 주로 서베이 방법
을 중심으로 측정함

ICT발전과 연관된 다
양한 관점(개인, 기업,
정부 등)와 이슈들
(사회적 경제적 영향)
을 종합적으로 포괄

12위 (2009년)

1위 (2010년)

1위 (2011년)

12위 (2011년)

스웨덴

한국

한국

스웨덴

한국
종합순위
지표별
1위 국가

(1) 접근
(2) 활용
(3) 기술

(1)
(2)
(3)
(4)

온라인서비스
통신 인프라
사회자본,
전자 참여

(1)
(2)
(3)
(4)

환경
준비
활용
영향

각 국제지표들이 자신들의 지수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이론적으로 어떤 관점을 강조했느
냐가 중요한데, 먼저 이코노미스트(EIU)의 디지털경제지수는 기업을 주요 관점으로 하고 있
다. 정보통신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을 보는 관점도 시민
이라기보다는 소비자(consumer)로, 정부도 규제자 내지는 투자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경제지수는 민간기업인 IBM의 의뢰로 시작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기업의 관
점이 크게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국제통신연합(ITU)의 ICT 발전지수는 개인 사
용자의 입장을 가장 강조하여 개인이 갖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에 초점

11) 물론 ICT발전지수의 모체가 되는 ICT 기회지수와 디지털 기회지수는 그 이전부터 있어 왔으나 IDI
처럼 체계적인 지표체계가 있거나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생산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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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있다. 한편, 유엔(UN)의 전자정부발전지수는 정부 간, 정부-기업 간, 정부-시민 간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정부 중심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정부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서비스 효율성과 효능감 증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발전지수에서
고려하는 환경적 측면 역시 정부가 정부를 전자화하는 데 있어서의 환경이라는 의미에 국
한시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는 개인, 기업, 정부는 아우르는
가장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정보통신분야 경쟁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였다.
지표들의 특징을 개관하여 살펴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의 경우
개인, 기업, 정부의 다양한 관점의 관점을 포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라든지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정보
통신기술과 관련하여 상당히 총체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통신연합(ITU)의 ICT발전지
수는 경성지표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측정도구의 객관성 및 신뢰도가 높고, 시계열적 추세도
비교 가능한 지표이다. 유엔(UN)의 전자정부발전지수는 정부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기
업, 개인과 소통하여 효율적으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으며, 서베이
를 활용한 정성적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이 지표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환경적 요소처럼 취급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다른 지수들의 정량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EIU)의 디지털경제지수는
산업･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 환경에 관한 다양한 측정지표들을 활
용하고 있다.

2. 지표 구성 비율 비교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각 지수들이 어떠한 관점과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구성비율에 대
해서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본 연구의 분석틀이 활용되어 관점별(기술적 관점,
산업경제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 정치행정적 관점), 요소별(인적 요소, 물적 요소, 제도적
요소), 사용주체별(개인, 기업, 정부), 지표측정방법별(양적, 질적) 구성 비율을 산출하였다12).
이것을 통해서 각 국제지수들이 어떠한 관점과 요소 등이 강조된 것인지 파악이 가능하다.
단, 각 세부지표가 어떠한 관점을 가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평가하는 평정자
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지표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관점 또는 요소들 중 어디에 가장 가까운지 연구자들이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복수의 평정자들로
하여금 각자 지표의 성격에 대해 코딩하도록 하였고 코더간 신뢰도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하
12) 전체 구성비의 비교는 <부록>의 <표 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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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간주관적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코더간 신뢰도 계수(inter-coder
reliability)는 Holsti(1969)의 방식에 따라 계산하였고, 0.8106의 신뢰도 값이 산출되어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신뢰할 만한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측정지표
의 성격을 분석틀에 따라 코딩한 후에 해당 지표가 각 국제지수의 최종합산 점수에서 얼마
만큼의 가중치(weight)가 부여되어 있는지의 비율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구성지표 비율을 계
산하였다.
1) 관점별 구성지표 비율
관점별(기술적 관점, 산업경제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 정치행정적 관점)로 각 국제지수
들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보면 <그림 3>과 같다. 우선 디지털경제지수(EIU)의 경
우 기술적 관점이 20%, 산업경제적 관점이 24.75%, 정치행정적 관점이 33%, 사회문화적 관
점이 22.2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적인 시각에 있어서는 산업경제적 관점을 강조하
고는 있으나, 그 실제 측정지표의 구성 비율에 있어서는 각 관점을 고르게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ICT발전지수에는 정치행정적 관점과 산업경제적 관점의 지표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ITU가 ICT발전지수의 전신으로 삼아 탐색적
으로 구성했던 디지털 기회지수(Digital Opportunity Index)와 디지털 접근지수(Digital Access
Index)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수준’과 ‘진화’의 측면에서의 발전 정도를 측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수준 및 이용자들의 접근과 활용의 발전에 초점을 둔 지표들만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UN의 전자정부발전지수에서는 산업경제적 관점의 지표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와 다른 섹터(시민 및 기업) 간 상호작용과 소
통의 활성화를 전자정부화로 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을 측
정하는 지표에는 관심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세계경제포럼의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
는 기술적 관점이 가장 적은 비율(3.33%)을 차지한 반면 산업경제적 관점의 지표 구성
(36.19%)이 역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표의 하위영역인 ‘영향(impact)’의 지표
들이 정보통신기술의 경쟁력 및 경제적 영향력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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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관점별 구성비율
디지털경제지수(EIU)

ICT발전지수(ITU)

전자정부발전지수(UN)

네트워크준비도지수(WEF)

2) 요소별 구성지표 비율
요소별 구성비율은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경제지수, 전자정부발전지수, 네트
워크 준비도 지수 모두 인적요소와 제도적 요소, 물적 요소를 비교적 고루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CT 발전지수는 제도적 요소에 해당하는 지표가 나타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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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물적 요소에 해당하는 지표의 비율이 66.6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실제 ICT 지표들이 상당수 네트워크 인프라의 수준과 정보통신 기술의 효율적 이용 능
력, 그리고 이를 통한 이용 결과(output)을 반영하고 있는 지표들로,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제도적 요소들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4> 요소별 구성비율
디지털경제지수(EIU)

ICT발전지수(ITU)

전자정부발전지수(UN)

네트워크준비도지수(W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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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주체별 구성지표 비율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주체별 구성지표의 비율은 국제지수별로 큰 차이가 나타
났다.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는 정보통신의 사용 주체로 정부(28.4%)와 비즈니스(38.69%), 개
인/가계(32.78%)를 각기 보는 지표들의 구성이 비교적 고루 포함되어 있었으나, 디지털 경제
지수의 경우 절반에 육박하는 지표들이 개인/가계의 사용을 측정하는 지표들로 구성
<그림 5> 사용주체별 구성비율
디지털경제지수(EIU)

ICT발전지수(ITU)

전자정부발전지수(UN)

네트워크준비도지수(W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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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되어 있었다. 이는 디지털 경제지수를 측정하는 6가지 기준 중 3가지 기준이 개인
차원의 정보통신 이용 가능성과 영향을 보는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자정부발전지수는 비즈니스 영역의 사용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
으며, 개인 및 가계 차원의 이용을 보는 지표들이 66.67%로 구성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ICT 발전지수는 아예 개인/가계 차원의 지표로만 100%를 구성하고 있다. 전자정부발
전지수의 경우 3개의 하위 지수(온라인 서비스 지수,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 인적자원 지수)
에 비즈니스 영역의 관점이 반영된 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ICT 발전지수의
경우 ‘접근(access)’, ‘활용(use)’, ‘기술(skills)’ 의 3가지 하위 지수들이 모두 개인의 사용 가
능성 및 활용 수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측정방법별 구성지표 비율

<그림 6> 측정방법별 구성비율

측정방법별 구성지표의 비율을 보면 <그림 6>에 나타나듯이 국제통신연합(ITU)의 ICT발
전지수는 100% 정량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코노미스트(EIU)도 상당히 많은 부분(92%)
을 정량지표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ICT발전지수는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제도적 요소의 지
표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측정이 용이한 물적･인적 요소의 지표들만을 정량적
으로 측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데이터 측정 및 평가의 객관성의 신뢰도는 확보하였으나 국
가별로 나타날 수 있는 개별적 특성이나 조건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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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엿보인다. 반면,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와 UN의 전자정부발전지수
는 서베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성지표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
의 경우 4가지 지수 중 정성지표의 비율이 더 큰 유일한 국제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들의 점수 계산법과 지수를 도출하는 방법론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방
법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량 또는 정성 지표의 사용 비율은 기준
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세계경제포럼(WEF)과 유엔(UN)의 ICT지표들은
정성 지표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Ⅴ. 국제지표들의 유용성과 한계
정보통신분야의 국제 지표들은 각 발행기관에서 데이터 수집과 산출방식 설계 등의 측면
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발전시켜 왔고 지속적으로 데이터의 양과 질을 향상시켜 가고 있
다. 이들 지표들은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 수준을 국가 간에 비교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해준다. 측정 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지수들은 각 분야의 발전(development)에 있어
국가가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의 동기를 부
여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을 설정하여 목표달성도를 점검했던 것도 동기부여라는 취지가 많았던 것을 생각하
면, 정보통신분야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각 국가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정하고 달성을 추진하
는 동기를 부여함에 있어서도 유용한 것이다. 학문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상당한 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나 기업의 정보통신 관련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실무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
는 자료이다.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존재하므로 그 활용 면에 있
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지표라는 것은 언제나 실제를 어림하는 것이지 현실 그 자체는 아
니다. 지표가 무엇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평가 결과를 활용
하는 경우에는 자칫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잇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분야의 국
제지표들이 어떠한 한계점들이 있는지 제시하고 그에 따라 어떠한 대안이 가능할지 제안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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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
정보통신분야의 국제지수를 평가할 때 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
도가 확보되고 있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국제지수의 순위
등락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실패나 정책방향의 선회를 주장하려면 측정도구의 엄밀성과 신
뢰도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잘 반영하고 있는 타당도
있는 지표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표의 구성 체계를 보면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ICT 기술(skill)이나 ICT 인적자본과 같은 하위 지표들
의 산출에 초등교육 등록률, 성인 문해율, 수학･과학 교육의 질과 같은 지표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지표들이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인적자본을 타당성 있게 반영하고
있겠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이코노미스트(EIU)의 디지털 경제지수의 경우 다양한 경제적 요소를 가지
고 경제 분야 전체를 평가하려다 보니 정보통신분야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간접 지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조세 세도, 금융 및 노동시작 정책, 전반적인 기업
정책, 투자정책 등은 국가 전체 경제 전반을 보는 것이지 정보통신부문의 경쟁력과 직접적
인 관련이 있는 지표라 하기 어렵다.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의 기업가 정신이나 노동자 수준
지표, 법적 환경에서의 전통적인 법 구조 역시 지표체계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부문과
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를 위해 ‘투자 규모’를 측정
한 경우, 투자 규모와 같은 투입(input) 요소가 반드시 서비스의 질이라는 결과(outcome)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물론 이 항목의 경우 편의상 결과 지표보다는 투입 지표를 많이
활용하였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데이터 수집의 편의상 간접지표 또는 대리
변수를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표의 타당도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각 지표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의적
으로 보이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Barzilai-Nahon & Rafaeli, 2006). 예를 들어, 이코노
미스트(EIU)의 경우 정보통신부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환경’ 영역에 40%의 가중치를
부여한 반면, 다른 국제 지표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중치 선정에 대해 어떤 기준이나 차이점에 대한 설
명이 부족하여 임의적(arbitrary)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서베이 등을 통해 정성지표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서베이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서베이 대상자 선정과 표집 방식 설계의 엄밀성 및 자료의 수집 과정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통신분야 국제지표들은 대부분 매년 서베이 조
사를 통한 자료를 이용하여 발표하는데, 해마다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서베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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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정보통신부문의
발전수준이 향상 또는 퇴보해서라기보다 측정 자체에서 비롯된 요인에 의해 결과값이 좌우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서 구성비 비교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정성지표의 비율이 더 높
은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수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국제지표들이 취하고 있는 지표 산출방식이나 방법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측정도구 및 설계
방식의 변경은 신뢰도 측면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타당도와 신뢰도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표들은 가능한 한 각 구성요소에
대해 다양한 측정지표들을 활용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정성지표와 정량지표를 동시에
사용해서 상호비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SNS의 사용
정도는 설문으로 직접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물어 조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를 페이
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SNS)의 실제 사용량 데이터 등과 같은 정량지표들과 함
께 활용하는 식이다. 또는 앞서 언급한 인적자본의 측정의 경우 성인문해율과 같은 지표와
더불어 보다 구체적인 지표로 정보통신분야 인력의 전문성이나 일반인들의 정보통신기술 활
용능력에 대한 다양한 정성지표를 개발하여 함께 사용하는 대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2. 정보통신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문제
앞서 살펴본 국제지표들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그 기초가 만들어진 것이 많고,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지표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정보통신분야의 새로운 추세들을 생각해볼 때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있
을 수 있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환경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같은 소셜 네트워크가
비약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으며, 산업 측면에서 기존의 전통산업이나 기술과는 다르게 소비
자가 동시에 생산자가 되는 특성 등으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생태계의 구축이나 고부가 가치의 소프트웨어, 컨텐츠의 생산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엔(UN)의 전자정부 지수는 온라인 인프
라 항목 지표의 경우 여전히 유선전화 보급률이나 PC 보급 대수와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지표들은 주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인프라나 접근성 등의 측면만 많이 강조되어 소프트웨어적이고 질적인 발전보다는 하드웨
어적이고 양적인 성장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하드웨어의 뒷받
침 하에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 일부 국가들에서는 포화 상태에
다다른 PC 보급률이나 인터넷 보급률, 휴대폰 보급률과 같은 하드웨어 요소들만을 가지고
정보통신분야의 성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ICT부문의 경제적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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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때에도 기존의 전통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고 있는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정보통신기술은 이제 단순한 기술과 산업 측면을 넘어서 문화와 생활방식 등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제적 파급력 외에도 교육, 문화, 시민참여, 삶의 질, 인권, 복지, 불평
등 등 다양한 측면으로의 파급력에 대한 부분이 지표에 더욱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
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 문제, 해킹, 사이버 테러,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다양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얼마나 최소화시키고자 노
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제 지표들이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국제지표들 간의 통일성과 차별성 확보 문제
정보통신분야의 국제지표들은 그 종류가 많아서 일견 다양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구
체적인 측정지표 수준에서 살펴보면 서로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
진 경우도 많고, 또는 서로의 지표를 가지고 각자의 지수 구성에 맞게 스케일을 조정해서
다시 쓰는 등의 경우도 많다. 그러면서도 서로 통일된 방향이나 산출 방식에 대한 일관성이
나 최소한의 이론적 방법론적 합의도 있지 않다. 즉, 현재의 국제지표들은 서로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통일성을 갖고 함께 발전시켜가는 한편 각각의 특색을 살려서 자기만
의 강점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사실 2004년 정보사회 세계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에서 정
보통신기술을 통한 발전을 위한 측정 파트너십(The Partnership on Measuring ICT for
Development)을 논의, 발족하였으며 핵심 지표들(core indicators)도 정리하는 등 통일성 측면
에서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나,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제지표들을 보면 서로
다른 지표들 같다가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있지도 않은 면이 있는 것이다.
차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각 지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자정부 지수의 전자정부의 발전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임에도 불구하
고 실제로 하위지표의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사용주체의 측면에서 비즈니스 영역의 사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개인/가계 차원의 활용이 상당부문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정부와 일반 국민 간 상호작용만이 전자정부의 전부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니듯, 정부가 소통하는 대상을 더욱 다양하게 고려하여 다각적인 전자정부
발전의 측정을 지향하는 것이 전자정부 지수를 더욱 차별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지금으로
서는 항목의 이름만 다를 뿐 구체적인 지표 수준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정보통신분야 경쟁력 국제지표의 비교: 특징, 유용성, 그리고 한계를 중심으로

211

4. 국가의 정보통신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세부지표 측정 문제
국제지표들은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정책 거버넌스의 설계 논의에서 자주 활용되
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국제지표에는 그 국가의 정보통신정책 거버넌스의 효율성이나 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부재하다. 거버넌스나 정부 규제에 대한 항목이 존재하
긴 하나, 구체적으로 정보통신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것이기 보다는 일반적인 정부 전체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또는 의회나 법률 체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같은 간접지표들이 활용
되고 있다. 그나마 이것도 거버넌스 관련 국제 지표들(IMD 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대리
지표로 사용하는 식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부의 정보통신정책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특색 있는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포럼(WEF)의
경우 사법부 독립성, 기업 운영과 관련된 법적 효율성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
정책 거버넌스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국가전반에 관한 것이다. 정부의 정보통신정책과 직
접 관련해서는 유엔의 전자정부발전지수가 존재하지만, 이것은 주로 정부의 서비스 제공 측
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정책과 투자에서의 정부의 역할이나 거
버넌스 성과에 대한 것은 없다 즉, 정보통신기술을 정부조직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지, 어떻게 국가사회 전체의 정보화 성과를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분야의 특성상 거대 자본과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이고 그만큼 정부
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비하면 기존 지표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또한 정보통신정책 거버넌스에 관련된 항목은 투입 요소보다는 거버넌스의 결과로 나오
는 결과물(outcome)이나 최종적인 영향력을 측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들은 ICT 거버넌스나 정보통신정책 외에도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측정지표들 자체로만 거버넌스의 효과성이나 그 성과를 평
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보통신부문의 국가전략이라든지 관련된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할
때 간접지표들로 측정된 지수를 가지고 비판 또는 옹호 논리를 펴기도 하는데, 이것은 많은
경우 적절하지 않다.

5. 지표 산출 방식의 투명성과 원자료(raw data)의 공개 문제
국제지표들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론(methodology)과 원자료(raw
data)를 공개하여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데 있어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보통
신분야의 발전은 정보공개 등 투명성의 향상에도 기여하였는데, 오히려 발전 정도를 가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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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제지표들의 산출 방식과 원자료는 블랙박스로 남겨져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이다. 이들은 지수산출방식에 대해서 대부분 “복잡한 통계적 방법에 의해”라는 식
의 설명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서베이의 경우 설문 대상자 선정 기준과 표집 방식, 설문 문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가 많다.
또한 점수의 합산 결과와 종합 순위만을 항목별로 공개할 뿐 가공되기 전의 원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로 지수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지수의 타당도나 신뢰
도를 평가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결과에 대해 아예 불신하거나 혹은 맹신하는 상반된 반
응이 나타날 수 있다. 비교가능한 국제지표로서 더 공신력과 활용도를 가진 지표로 개선되
기 위해서는 방법론과 원자료에 대한 공유와 공개가 절실하다. 또한 이것을 통해 학계와 실
무계의 추가적인 검증을 거치며 지수체계를 정교화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Ⅵ. 결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많은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
고 있으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정부에게 새로운 과제와
역할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정보화 성과의 향상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발전 수준과 위치를 객관적으로 평가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통신부문 경쟁력의 국제지표들
의 특징을 비교하고 유용성과 한계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제 지표들
은 국가들 간 비교 가능한(internationally comparable)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 유용성이 있
고, 지수마다 하위 지표들의 구성비가 다르게 나타나 지수 성격에 따라 쓰임이 다양할 수
있지만,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 정보통신분야의 최신 추세를 반영하는 문제, 여
러 국제지표들 간 통일성과 차별성 확보 문제, 정보통신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세부지표 측
정 문제, 지표 산출 방식의 투명성과 원자료의 공개 문제 등이 있었다. 그러므로 각 한계들
을 보완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이 국제지표들을
활용하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한계들을 인식하고 사용 시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국제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국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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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지표체계는 목표설정과
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맞는 지표와 목표를 가질 필요
가 있다.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기존의 국제지표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존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나름대로의 정보통신분야 경쟁력 지수를 개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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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표 11> EIU 디지털경제지수 한국 순위 변화 추세
2006

2007

2008

2009

2010

종합점수

18

16

15

19

12

연결성 및 기술인프라

15

20

14

17

5

기업환경

31

28

26

28

25

사회/문화적 환경

18

4

6

5

2

법적환경

18

27

21

31

26

정부정책 및 비전

6

12

14

3

2

소비자/기업의 활용능력

21

10

8

24

23

주: 2006(68), 2007(69) 2008(70), 2009(70), 2010(70), EIU 는 2008년까지 E- readiness 지표를 발표함.

<표 12> ICT 발전지수 한국 순위 변화 추세
2009

2010

2011

종합점수

2

3

1

접근

10

12

10

활용

2

2

1

기술

2

1

2

주: ITU는 2009년부터 기존 지표를 대폭 수정(병합)하여 ICT 발전 지수를 만들었음

<표 13> 전자정부 발전지수 및 온라인 참여지수 한국 순위 변화 2003-2012
2003

2004

2005

2008

2010

2012

전자정부발전지수(종합)

13

5

5

6

1

1

온라인서비스 지수

18

4

4

6

1

1

정보통신인프라지수

10

12

9

10

13

7

인적자본지수

20

15

13

10

7

6

온라인참여지수(종합)

12

6

4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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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 한국 순위 추세
2008

2009

2010

2011

2012

종합점수

9

11

15

10

12

환경

17

17

27

27

35

준비

3

7

21

17

24

활용

4

10

1

1

2

영향

-

-

-

-

4

주: 2008년(127개국), 2009년(134개국), 2010년(133개국), 2011년(138개국)

<표 15> 지수별 구성비 비교
디지털경제지수
(EIU)

ICT발전지수
(ITU)

전자정부발전지수
(UN)

네트워크준비도지수
(WEF)

기술적 관점

20.00

40.00

33.33

3.33

산업경제적 관점

24.75

0.00

0.00

36.19

사회문화적 관점

22.25

60.00

33.33

29.17

정치행정적 관점

33.00

0.00

33.33

31.31

인적 요소

32.42

33.33

33.33

16.60

물적 요소

30.25

66.67

33.33

39.75

제도적 요소

37.33

0.00

33.33

43.64

비즈니스

32.75

0.00

0.00

38.69

개인/가계

44.50

100.00

66.67

32.78

정부

22.75

0.00

33.33

28.54

정량지표

92.00

100.00

66.67

45.06

정성지표

8.00

0.00

33.33

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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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Internationally-Comparable Indices of ICT
Development: Scope, Measures, and Limitations

Wonhyuk Cho and Seyeong Cha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ly-comparable indices
that measure level of ICT development. The indices that were analyzed were the
Digital Economy Rankings by the EIU, the Network Readiness Index by the WEF, the
ICT Development Index by the ITU, and the E-Government Index by the UN. These
indices were found to have different scopes, measures, weightings, and emphases,
which result in different country rankings. Even though the ICT indices are useful in
comparing performance of a country’s ICT development, the indices are also found to
have limitations in several aspects: validity and reliability; consistency and
distinctiveness of each index; lack of ICT governance measures; and availability of raw
data.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supplementing ICT development indices
considering the limitations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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